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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고온-고압 냉각계통 모사기술 개발

  - 고온-고압(300℃, 150 ㎏/㎠) 전기화학 측정장치 구성

  - 국부비등 및 온도구배 유도 loop 설계 및 구성

  - 냉각재 시료채취 장치 제작

  - 국부비등 및 온도구배 유도 loop 성능 검증

∙고온-고압 화학측정센서 개발

  - 화학측정(pH, mho, Eh)전극 설계, 제작 및 성능시험

  - 화학측정센서 접속 기술개발 

∙냉각재 방사화학 제어기술 개발

  - 붕산수 중성자 조사시 10B(n, α)7Li 핵반응의 Li 생성량 결정

  - 중성자 조사 전후의 붕산수 pH 변화측정

  - 화학첨가제(B, Li, H2) 전기화학거동 규명

  - 냉각재 화학(H2)조절에 따른 미세입자 거동변화 측정

 2. 연구결과

  - 고온-고압(300℃, 150 ㎏/㎠) 전기화학 측정장치 제작

  - 국부비등 및 온도구배 유도 loop 완성과 성능 검증. 



 2. 연구결과(계속)

- 냉각재 시료채취 장치 제작 및  냉각재 화학조절(H2, H2O2) 기능 확인

- 고온-고압 pH 전극 제작 및 성능 검증. 200∼280℃ 온도 범위에서 VTT(핀) 연구소 pH 전

극과 1% 이내의 편차로 성능 확인.

- 반응시스템과 측정센서 접속 완료. 

- 고온-고압 on-line 측정: pH, mho, ECP, Eh. 상온 고압 on-line 측정: 용존 H2 및 용존O2.

- 10B(n, α)7Li 핵반응의 Li 생성량 측정자료 확보, 흡수단면적 2840 barn 산출. 냉각재 중성자 

조사 시험절차서 완성.

- 중성자 조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붕산수 pH 감소현상 발견. 중성자 조사가 용액 내 붕산의 

구조를 해리도가 높은 polyborate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 

- 화학첨가제 전기화학 거동 측정. 용존수소와 용존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이 Eh와 ECP 결정.

- 산화물 생성 시 온도증가는 입자크기 감소시킴. 온도범위: 상온∼200℃, 입도: 3∼17 ㎛.

- 냉각수(200℃) 내 용존수소는 Fe2O3 입자 부착량 현저히 감소시킴. 

- 금속산화물 고온 용해도 및 PZC 자료 구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고온-고압 냉각계통 유도기술은 냉각재 내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부착특성 평가와 원자로 

냉각재 조건에서의 화학반응연구에 활용되어 계통 내 방사성물질 저감화에 기여할 것임. 

- 고온-고압 화학(pH, mho, Eh) 측정기술은 고온 냉각재 화학을 신속 정 하게 측정하고 냉

각재 화학 실시간 조절에 적용되어 최적의 냉각재 화학조건 유지에 활용될 것임.  

- 냉각재 방사화학 제어기술은 중성자 조사에 의한 냉각재 화학변화를 예측하고, 고온 냉각

재 화학자료(용해도, 전기화학거동)를 구축하며, 미세입자 특성(입도, 제타전위, 부착특성 

등) 평가를 통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발생하는 화학현상 규명에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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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제  목

“냉각재방사화학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로 계통 내에서 부식생성물(CRUD)은 배관이나 핵연료 피복재에 침

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CRUD 침적현상은 원자로 종류에 따라 그 양상

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등형 원자로(BWR)에서는 CRUD가 핵

연료 피복재 표면에 주로 침적되며, 일반적으로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 부착

된 CRUD를 핵연료 CRUD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반면에 PWR에서는 CRUD

가 핵연료 피복재보다는 온도가 크게 감소하는 증기발생기 계통에서 주로 

침적되어 PWR에서의 핵연료 CRUD는 최근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주기가 단주기(12개월)에서 장주기(18개월)로 바

뀌면서 PWR의 핵연료 CRUD 발생양이 증가되어 적절한 냉각재 수질을 유

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개인허용선량 감소와 같은 원자력분야의 안전기준의 강화는 극복해

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안전기준의 강화와 냉각재 수질관리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각재 내에서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냉각재 내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을 필터 및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분리 및 제거하는 현실적인 방법의 개선뿐 아니라, 

냉각재 계통에서 방사성물질이 생성되는 핵심 경로를 검토하여 적절히 대비

하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주기 운전환경에서 

CRUD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핵비등과 같은 장주기 운전에서 CRUD 생성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는 인자를 반 시킬 수 있는 냉각재계통 모사기술 개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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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 화학을 정 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고온-고압 화학측정기술, 미세입자 표

면전하와 피복재 표면전위를 예측할 수 있는 냉각재 화학 향 평가기술 및 

미세입자 부착특성 평가기술 등과 같은 분야의 고온 냉각재 수화학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고온-고압 냉각계통 모사기술 : 원자로 냉각계통에서 발생하는 화학현상

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차계통과 유사한 온도(300℃)와 압력(150 ㎏/㎠) 조건

에서 냉각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고온-고압 반응장치를 제

작하 다. 냉각재 내 방사성 CRUD 생성이 최소화되는 화학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착 CRUD가 생성되는 조건을 유도할 수 있는 고온-고압 loop 장치

를 설계 및 제작하 고, loop 내 냉각재의 화학상태를 제어할 수 있도록 냉

각재 시료채취장치 및 화학첨가제 주입장치를 장착하 다.

- 고온-고압 화학측정 기술 : 원자로 냉각재의 화학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차계통을 모사한 고온-고압 수용액 조건에서 pH, 

전기전도도, 부식전위(ECP) 및 산화환원 전위(redox potential)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기술을 구축하 다. 첫째, pH 측정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센서의 재

질선정, 제작 및 성능 검증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전기전도도 측정 셀은 백

금 띠고리 전극을 나란히 위치하게 하여 구성하 고,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셀 상수(cell constant)를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부식전위 및 산화환원 전위

와 같은 전기화학 전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은/염화은 외부전극의 온도

에 따른 전위의 보정을 수행하 다. 

- 냉각재 화학 제어기술 : 냉각재 주요 성분인 붕산의 원자로 내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붕산수에 중성자를 조사시켜 핵반응 결과 

생성된 리튬의 양과 조사 전후의 pH 변화를 측정하 다. 냉각재 내의 다양

한 화학종의 전기화학 전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냉각재의 주

요  화학첨가제와 방사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학종의 고온 산화환원 거

동을 전기화학적 분극법을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 다. 또한 부식생성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금속산화물 입자 생성에 미치는 온도 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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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미세입자의 부착특성에 대한 주요 인자로 인식되고 있는 입도 및 

제타전위 등과 같은 미세입자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측정기술을 구축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 고온-고압 냉각계통 모사기술 개발 : 원자로 조건에서 냉각재의 화학반응

을 예측하기 위하여 고온-고압 반응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반응장치에 

정 한 전기화학측정이 가능하도록 3-전극 시스템을 장착하 고, 고온-고압

의 유지 및 전기화학 측정의 안정성을 확인하 다. 고온-고압 수용액조건에

서 국부비등에 의한 미세입자의 부착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핵비등 및 온

도구배를 유도시킬 수 있는 loop 시스템을 제작하 다. Loop 시스템은 반응

기, 가압기, 열교환기 및 순환펌프로 구성되어 원자로계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반응기 내 전기히터의 표면에 금속산화물 침적 형태로부터 국부비등

이 유도됨을 100, 200 및 250℃에서 확인하 다. Loop 시스템의 온도와 압력

은 각각 100∼320℃, 1∼150 ㎏/㎠ 범위에서 조절되도록 설계하 고, 설계 최

고 조건에서 48시간 이상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고온-고압 냉

각재의 화학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냉각재 화학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냉각

재를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여 고온-고압 loop 장치에 연결하 다. 

시료 채취장치 전단에는 열교환기와 감압장치를 장착하여 냉각재를 안전하

게 채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채취된 시료는 분석을 위하여 외부로 분리

하거나, 화학조절 후 채취장치 후단에 연결되어 있는 고압 주입펌프를 이용

하여 loop 내로 재주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 고온-고압 화학측정 기술 :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 센서물질과 은/

염화은(Ag/AgCl) 기준전극을 이용하여 고온 pH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 다. 

YSZ 물질은 지르코니아 재료에 이트리아가 8.5 wt% 도핑된 제품을 주문하

여 사용하 고, 내부전극 물질은 Ni/NiO 혼합 분말을 사용하 다. 자체적으

로 제작한 전극과 VTT 연구소(핀란드)의 전극을 이용하여 200∼280℃ 온도 

범위에서 냉각수의 pH를 측정함으로써 전극의 성능을 검증하 다. VTT 연

구소의 전극과 비교할 때, 측정 온도 범위에서 편차가 1% 이내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전기전도도 측정전극은 2 개의 백금 띠고리(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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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전극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 전극의 셀 상수는 특정 농도와 온도에서 

전기전도도가 알려진 KCl 용액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확인하 다. 산화환원 

전위 측정장치는 백금전극과 은/염화은 기준전극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 고

온에서 염화은의 열 가수분해 현상을 막기 위하여 외부 기준전극방식을 선

택하 고, 외부 기준전극 사용 시 발생하는 기준전극과 센서전극과의 온도차

에 의한 전위편차는 Macdonald 등에 의하여 발표된 자료를 참조하여 보정하

다.

- 냉각재 화학제어기술 : 원자로에서 붕산수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10B(n, 

α)7Li 반응으로 생성된 리튬의 양과 중성자 조사 전후의 붕산수 pH 변화를 

측정하 다. 생성된 리튬의 양으로부터 10B(n, α)7Li 핵반응 단면적 2840 

barn을 산출하 다. 이론적인 핵반응 단면적 값과의 차는 조사 시 붕산수의 

온도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 다. 중성자 조사 후 붕산수 pH는 급격하게 

감소하 는데 이것은 핵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된 화학종의 향보다는 중성

자 조사로 인하여 붕산이 해리도가 높은 polyborate 형태로 전환되면서 나타

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고온 붕산수 조건에서 H2O2 및 H2의 전기화학거동

을 전위분극법으로 측정하 다. 고온 붕산수 용액에서의 산화환원 전위와 부

식전위는 용존수소의 산화반응과 과산화수소에 의하여 생성된 용존산소의 

환원반응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특히, 용존수소의 산화반응은 고온에서는 확

산지배적인 특성을 보 다. 철 산화물 입자 생성실험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입자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철산화물의 고온 용해도는 200∼300℃ 온도

범위에서 용존수소 농도변화에 큰 향을 받지 않았다. 고온 loop를 이용하

여 수행한 200℃ 입자부착 실험에서 용존수소는 히터 피복재 표면에서 철산

화물(α-Fe2O3) 부착을 감소시켰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국부비등이 미세입자의 부착을 가속시킨다는 실험결과는 지금까지 고려되

지 않았던 인자를 냉각재 화학연구에 반 하여 냉각재계통에서 방사성 금속

산화물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속

산화물의 용해도뿐만 아니라 국부비등 및 미세입자의 표면전하를 고려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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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거동 연구는 CRUD 생성억제 및 제거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자체기술로 설계 제작된 고온-고압 pH 전극은 실험실 규모의 냉각재계통

뿐 아니라 향후 원전현장에 적용되어 냉각재 화학의 실시간 측정 및 조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존산소, 용존수소 및 pH에 의해서 결정되는 

산화환원 전위 측정기술은 냉각재 화학상태를 실시간 평가하여 원전 냉각재 

화학측정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붕산수 중성자조사에 의한 냉각재 pH 변화 측정과 핵반응 생성물인 리튬 

정량 결과는 중성자조사에 의한 핵반응이 냉각재 화학특성에 주는 향을 

정확히 측정하여 원자로 화학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냉각재 내 미세입자 입도분포 및 제타전위 측정, 미세입자 분산 안정

화 및 부착거동 예측기술은 2단계에서 수행될 방사성 CRUD 생성에 미치는 

화학인자의 향을 평가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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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Research on Coolant Radiochemistry”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orrosion products (CRUD) in primary coolant are deposited on the 

surface of both the primary circuits and the cladding.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he phenomena of CRUD deposition depend greatly on the 

type of nuclear reactors. In BWR, CRUD is principally deposited on the 

fuel cladding. This CRUD is generally called fuel CRUD. In PWR of 

short-term fuel cycle, on the contrary, the fuel CRUD has not been 

considered to be important issue, a much greater quantity of CRUD being 

deposited on the steam generator system not to be compared with the 

fuel cladding. Recently,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period have been 

changed to long-term fuel cycle such as 12 month operating cycle to 18 

month operating one. This long-term fuel cycle programs have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in maintaining proper coolant quality in PWR, 

because the amount of fuel CRUD increased considerably. 

The current revised enforcement of safety standards in nuclear 

industry, e.g., reduction of personal maximum permissible dose, has 

become another challenge to be solved.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coolant quality control and the enforcement of safety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reduce radioactive material in primary 

circuits above all things. For this reason, it is demanded to make a 

systematic study of the formation path of radioactive materials in coolant 

as well as to take a renovation of established method keeping radi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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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in isolation to remove the radioactive materials from reactor 

coolant circuits.

Above all, fundamental researches such as both a mechanistic study 

and a statistical analysis of governing parameters on the formation of 

fuel CRUD should be carried out to reduce the amount of the CRUD 

formed easily under the condition of long-term fuel cycle and thus to 

decrease the radioactivity level in the primary circuits. For this reason,   

the study on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coolant chemistry has risen 

currently to challenging work, focusing on the following four areas: the 

simulation technology of primary cooling loop to evaluate the effect of 

various parameters on the CRUD formation;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 technology to be able to control high temperature coolant 

chemistry precisely; the coolant chemistry estimation technology for 

predicting the surface charge of colloidal particles and the open circuit 

potential of cladding material; and the interpretation technology on 

deposition phenomena of particl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Simulation of primary cooling loop  : A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static reactor system where electrochemical measurement can be 

performed under the similar physicochemical conditions to those of real 

primary circuits, was made to elucidate the chemical phenomena in the 

primary coolant system. Next, a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loop 

system that can simulate the generation of the fuel CRUD on the 

cladding surfac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the extraction of the 

optimal chemical condition where the formation amount of radioactive 

CRUD was minimized. For the chemistry control of simulated coolant, the 

coolant sampling device and chemical additive injection one were 

connected to the 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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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stry measurement technology in the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environments : The high temperature chemistry measurement 

technology was established for the in situ measurements of pH, electric 

conductivity,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and redox potential of the 

primary coolant. In case of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pH 

sensors, we focused on the selection of pH sensing material, sensor 

fabrication, and performance test. The conductivity measurement cell was 

made with two platinum band ring electrodes inserted abreast into 

ceramic rod, and the cell constant of the conductivity cell was determined 

using solutions of potassium chloride of known conductivity. Finally, we 

carried out the calibration of Ag/AgCl external reference electrode at 

various temperatures for the accurate measurements of the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and redox potential. 

- Coolant chemistry control technology : Thermal neutron irradiation 

experiments on the boric acid solutions that are the major components of 

primary coolant, were performed. To acquire the information for boric 

acid chemistry in nuclear reactor, we measured the amount of 7Li 

generated from 10B(n, α)7Li nuclear reaction and the change in pH. Next, 

the redox behaviors of chemical additives and chemical species formed by 

radiolysis of coolant were measured and analyzed by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method for an estimation of the effect of various chemicals in 

coolant on electrochemical potential. For more understanding on the 

corrosion product, we estimated the temperature effect on metal oxide 

formation and established the measurement technologies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particle size, zeta potential, etc., which 

have been recognized to be another key parameters for the deposition of 

colloidal particles.

Ⅳ. Result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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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tion of primary cooling loop : A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reaction syste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evaluating the 

chemical reaction of coolant in nuclear reactor coolant system. For the 

precis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a conventional three-electrode 

system with one compartment vessel was used. Both the stability of the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with time and the accuracy of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were confirmed under the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conditions.  

A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loop system that can simulate 

nucleate boiling and temperature gradient,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study the deposition phenomenon of colloidal particles by local boiling. 

The loop system contains major components such as reactor, pressurizer, 

heat exchanger, and  circulation pumps like a PWR. Most importantly,  

the local boiling on the surface of heater was verified in this loop system 

by observing the deposits of colloidal particles at 100, 200, and 250℃. 

The loop system was designed to control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of 

coolant in the range of 100∼320℃ and 1∼150 ㎏/㎠, respectively.  The 

stability of loop system was confirmed at the maximum temperature and 

pressure for over 48 hours. 

For the accurate measurements of coolant chemistry, a coolant 

sampling device was connected with the loop system, which could draw 

the coolant without serious change in the coolant chemistry. The 

sampling device was designed for the following three functions to be 

performed: first, a safe sampling of coolant by installing the heat 

exchanger and pressure reducing valve before the sampling device; 

second, a separation of the resulting coolant sample out of loop for 

chemical analysis; third, an injection of the sample into the loop using a 

high pressure injection pump connected at the outlet of the device.

- Chemistry measurement technology in the high temperature-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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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environments : The high temperature pH measurement system 

included both an YSZ-based sensing electrode of a tube shape and an 

Ag/AgCl reference electrode. The YSZ tube was made of zirconia dopped 

with 8.5% yttria which was fabricated by special order, and Ni/NiO 

mixture powder was used as the internal electrode materials that are to 

be located inside the YSZ tube.  The pH values of a coolant were 

measured using both lab-made pH electrode and VTT's one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00∼280℃. In this test, the KAERI's pH electrode 

showed a very similar performance with less than 1% deviation in 

comparison to VTT's.   

The electric conductivity cell was made using two platinum band ring 

electrodes inserted abreast into ceramic rod, and its cell constant was 

determined using solutions of potassium chloride of known conductivity at 

certain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The redox potential of a coolant 

at a Pt electrode was measured using Ag/AgCl reference electrode. The 

external reference was taken to prevent the thermal hydrolysis of silver 

chloride at high temperature. The potential bias, when taking the external 

reference, between reference and sensor electrodes caused by temperature 

difference was corrected by the calibration method reported by Macdonald 

et al.

- Coolant chemistry control technology : To acquire the information for 

boric acid chemistry under neutron irradiation, we measured the amount 

of Li generated from 10B(n, α)7Li reaction and the change in pH by 

neutron irradiation. From the amount of Li, the cross section of 10B(n, 

α)7Li nuclear reaction was estimated to be 2840 barn. The difference from 

the known value 3840 barn was explained by the effect of temperature, 

which could increase significantly during the neutron irradiation. The pH 

of boric acid solution decreased after neutron irradiation. This result was 

analyzed not to be the effect of chemical species newly genera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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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clear reaction, but to be the transition phenomenon of boric acid 

into polyborate form which has higher value of dissociation constant.

The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H2O2 and H2 in boric acid were 

measured by the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method. The redox potential 

and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were determined by both the 

oxidation of dissolved hydrogen and the reduction of dissolved oxygen 

produced from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The oxidation reaction 

of dissolved hydrogen was observed to be diffusion controlled one under 

high temperature condition. The particle size of iron oxide formed by the 

hydrolysis of iron ion (Fe2+) became smaller as the incuba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solubility of iron oxide was little affected on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hydrogen in the temperature between 200 

and 300℃. In oxide particle adsorption experiment using loop system at 

200℃, it was observed that the dissolved hydrogen gave negative effect 

on the amount of iron oxide (Fe2O3) deposited on the surface of heater.

Ⅴ.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Our results show that the deposition rate of colloidal particles would 

be accelerated on the boiling surface. From this experimental result, we 

suggest that the reduc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be feasible by 

reflecting the latent factors such as nucleate boiling, redox condition of 

coolant, and the surface charge of particles into the control of coolant 

chemistry. Therefore the study on particles behaviors concerning not only 

the high temperature solubility of metal oxide but also nucleate boiling 

and surface charge of the particles, will open a new approach on CRUD 

control and removal.  

The high temperature pH electrode, which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coolant control on laboratory scale, would be applied for 

the in-situ measurement and real time control of reactor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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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in near future. And the monitoring technology on redox 

potential that depends upon pH,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 and 

hydrogen, will contribute to raise the speed and confidence on measuring 

coolant chemistry.

The result of pH change and Li measurement from the neutron 

irradiation experiment could evaluate precisely the effect of nuclear 

reactions on the coolant chemistry. And then it can be useful for 

simulating reactor coolant condition much closer. The technologies on 

determining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zeta potential of particles, and 

particle deposition behavior, can be used as valuable means to evaluate 

the effect of chemical factors on the formation of radioactive CRUD 

which will be carried out the next researc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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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국내 원자력 발전분야는 그 초기부터 다른 산업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전과 환경보호 위주의 원칙과 제도로 운 되어 왔다. 이러한 안전위주의 

운 의 일환으로 최근 원자력분야는 개인 피폭허용 선량한도를 대폭 감소시

키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

여 보다 강력해진 요건에 부합하고 작업종사자의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단기적인 방법과 

함께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단계에서 생성을 효

율적으로 차단하는 장기적인 방사성 물질 저감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원

전 냉각계통 내 방사성물질은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CRUD를 형성하여 원

전운 에 따르는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원

자력발전소 수명을 단축시키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켜 제거 및 처

리를 위하여 지출해야할 비용을 가중시킨다. CRUD에 의한 피해는 원자로의 

장주기 운전과 함께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주기 조건에서 CRUD 저

감화를 위한 기술은 현재까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핵연료 피복재 상부에서 고온 국부비등으로 생성되는 방사성 CRUD의 

실체인 입자성 금속산화물의 생성은 기존의 “금속산화물 용해도 차에 의한 

침적” 개념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한계성은 실제적으로 미세입자 부착에 향을 주는 “미세입자의 표면전하”, 

“피복재 부식전위” 및 “핵비등 현상” 등과 같은 단주기 운전조건에서는 향

이 적었던 요인이 운전조건 변화로 새롭게 부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현재 장주기 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핵연료 CRUD의 생성을 억제

하여 냉각재 내 방사성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생

성원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핵비등 인

자를 반 시킬 수 있는 냉각재계통 모사기술, 정확한 냉각재 화학조절을 위

한 고온-고압 화학측정기술, 미세입자 표면전하와 피복재 표면전위를 예측할 

수 있는 냉각재 화학 향 평가기술 및 미세입자 부착특성 평가기술 등 고온 

원자로 냉각재연구에 필요한 수화학 기술을 자립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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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고온-고압 냉각계통 모사기술

1. 고온-고압 조건에서의 열전달과 비등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의 일차 냉각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고온-고

압의 조건에서 높은 부식성을 나타낸다. 특히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에 의해서 진행되는 물의 방사화 분해(radiolysis)는 부식성을 더욱 증가시킨

다.  이처럼 부식성이 높은 냉각재가 일차 냉각계통을 따라서 이동하는 동안 

금속 재료 표면의 산화물을 탈착시키고 이들 부식 생성물들은 냉각계통을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차 냉각계통의 금속 재료 표면과 노심에 있는 

핵연료 피복관 주위에 부착된다.  노심에 있는 핵연료 피복관 주위에 부착된 

부식 생성물들은 방사성 부식생성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활성화되며, 이렇게 

해서 생성된 방사성 부식 생성물들은 노심 중앙에서 이탈되어 일차 냉각계

통의 금속 재료 표면에 다시 부착될 수 있다.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일어나는 부식생성물의 부착은 비등(boiling) 현

상, 미세입자의 표면전하, 그리고 금속재료의 부식전위(Ecorr)등에 의해서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수용액 내에서 물의 비등은 금속산화

물 미세입자가 금속표면에 부착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

으며 유량, 냉각재와 히터표면과의 온도차, 히터표면 상태 등에 의해서 향

을 받는다.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발생하는 비등현상은 방사성 부식 생성

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일차냉각계통과 노심에서 이들 방사성부식 생

성물들의 축적은 원자로 안정성에 막대한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온의 핵연료 피복재 표면과 냉각재의 온도편차 때문에 핵연료 피복재 표

면에서 국부 비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fuel CRUD 생성의 주요 요인으

로 알려졌다.  Fuel CRUD 생성으로부터 원자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일어나는 부식생성물의 부착을 최소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등 열전달(boiling heat transfer) 연구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서의 급격한 온도 편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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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일어나는 비등(boiling)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 

열전달(heat transfer) 효율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비등

현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비등 관련 연구들은 기체-액체 2 상계(two-phase systems)에 집중되어졌고, 

기체-액체 2상 열전달 연구는 흐름(flow)이라는 측면에서의 유동연구와 열전

달이라는 측면에서의 비등과 응축 관련 연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유동연구와 관련해서는 유체의 압력강하 및 전열현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

동양식(flow patterns) 구분에 집중되어졌다[1-4].  비등과 응축의 상전이 연

구와 관련해서는 열전달 과정의 주된 메커니즘인 핵비등(nucleate boiling)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5-7].  

  핵비등은 대단히 효과적인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용 

증기발생기, 로켓연료 장치의 냉각, 전자 소자들의 냉각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에 응용된다.  핵비등 과정은 전이비등(transition boiling)과 막비등(film 

boiling) 현상에 비해서 매우 잘 알려져 있다[8-10].  그러나 핵비등의 세부

적인 과정들은 매우 복잡하며 여전히 명백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비등

핵 생성(boiling nucleation), 버블 동력학(bubble dynamics), 버블 상호작용

(bubble interaction), 버블주위의 온도분포(temperature field around 

bubbles), 비등과정에서의 물리적 성질(physical nature of boiling regime)등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져야만 한다[9].  핵

비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열전달 효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열전

달 메커니즘들이 제안되어졌다[11-19].  전통적인 핵 비등 이론에 의하면 가

열표면의 활성화된 지점에서 버블 핵들이 생성(bubble nucleation)되고 이들

이 성장(growth)한 후 가열 표면으로부터 이탈(wall detachment)하면서 주 

유동 내에서 상변화(phase transfer)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10].

 

  2. 1차 계통 모사시스템 개발과 비등연구

  비등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루프 시스

템을 개발하 으며 그 대표적인 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Marsh 와 Mudawar

는 강제 순환이 가능한 루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핵비등에 관한 상세한 실험

을 진행하 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 다[20].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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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abosa등은 물을 유체로 사용하는 루프 시스템에서 Kodak Ektapro 2000 

카메라와 고속비디오 촬  기술을 사용하여 물의 핵비등 현상을 성공적으로 

관찰하 다.  특수 제작된 시험부(test-section)의 외부는 가열과정을 직접 눈

으로 볼 수 있는 이중 유리관으로 만들어 졌으며 그 안에 STS 히터를 장착

하 다.  이들은 원형의 얇은 막 위에서 생성된 교란 파(disturbance waves)

가 비등핵 형성을 유도한다는 이전의 관측을 재확인 하 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액체인 얇은 막에 존재하는 교란 파와 가열표면 중심에서 순간적으로 

생성된 비등 핵 활성화 사이에 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속과 입자유속(mass flux) 그리고 압력 등에 따른 

새롭고 정확한 환형 유동 열전달 계수들을 취급하 으며[21-23]. 또한 이들

은 2 성분 혼합물뿐만 아니라 3 성분(n-pentane/n-hexane/isooctane) 혼합물

을 사용하여 강제 순환 비등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 다

[24-26]. 독일의 Maurus 그룹에서는 특수하게 제작된 시험부(test-section)를 

포함하고 있는 루프시스템을 사용하여 순환되는 물의 핵비등 실험을 수행하

다.  시험부(test-section)는 한쪽 방향이 가열된 구리 조각으로 된 사각채

널 형태로 만들어 졌으며 광학 측정이 매유 용이하게 제작되었다.  버블들의 

거동(bubble behavior)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고속 비디오 촬  기술을 사용

하 으며 버블의 직경과 수명, 이탈후의 수명, 버블 싸이클 사이의 기다림 

시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상 공정 과정과 분석법을 개발하

다.  핵 비등 실험은 일정 과냉각 속도를 유지하며 대기압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버블크기의 분포 함수는 버블 크기가 작을 경우 

열속(heat flux)과 액체 입자유속(mass flux)에 거의 향을 받지 않지만 클 

경우 훨씬 더 많은 향을 받는다.  또한 전체 버블의 수명, 이탈후의 남아

있는 수명, 그리고 버블 싸이클 사이의 기다림 시간 등은 입자유속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지만 열속의 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약했다[27, 28]. 

Forster 그룹과 Shu 그룹은 대류 열전달 과정을 순환펌프를 작동시켜 장치 

내에 일정한 유속을 만들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강제대류 비등 방식과 순

환펌프 작동 없이 단지 히터의 열에 의한 대류가 이루어지는 유속이 없는 

자연대류 비등방식의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버블의 생성 및 성장 과정

을 연구하 다[29, 30]. Gunther 그룹에서는 루프 시스템과 고속 사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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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여 비등 과냉각 상태에서 일어나는 버블의 동력학을 처음으로 

연구하 다.  압력과 온도등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서 버블의 크기(size)와 수

명(life time) 그리고 성장 속도(growth rare) 등을 성공적으로 측정하여 정

량화 하 다[31].

  국내에서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 연구실에서 물을 작동 유체로 하는 열전

달 루프시스템을 이용하여 핵비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32]. 이들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표면의 곡률과 과냉각도 조건에서 Reynolds수를 변

화 시켰을 때, Reynolds수가 증가하면 열 유속도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동일한 표면의 곡률과 Reynolds수의 조건에서는 유체의 과냉각도를 변화 시

켰을 때, 유체의 과냉각도가 증가하면 열 유속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동일한 Reynolds수와 유체의 과냉각도 조건에서 가

열 표면의 곡률을 변화 시켰을 때, 표면의 곡률이 감소하면 열 유속은 거의 

반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제 2 절 고온-고압 화학 측정기술

  1. 고온 기준전극      

  전기화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고온 수화학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한 전위측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전극의 사용이다[33]. 일반적

으로 전위측정 및 측정된 전위를 바탕으로 한 열역학적 평형상수 도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장 큰 오차는 기준전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100℃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전극의 요건은 다음과 같

다[34-35]. 첫째, 전극의 재질이 고온-고압에 잘 견뎌야 하고 온도 및 압력이 

큰 범위로 변화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전극물질이 열적으

로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어야 한다. 기준전극의 전극물질의 전극반응 이

외의 다른 화학종의 전극반응으로 인한 혼합전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셋째, 

전극물질이 직접 접하고 있는 내부용액(internal solution)은 열역학적으로 분

명하게 규명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전위를 결정하는 이온의 

활동도는 관심 있는 온도, 압력, 농도에서 알려져 있어야 한다. 넷째, 액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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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전위(liquid junction potential)은 내부용액의 농도나 운반 특성(transport 

properties)에 의존하는데 이 전위를 아주 작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도록 내

부용액의 화학적 조성과 농도는 결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극반응은 재

현성이 있고 속도론적 관점에서 가역적이어야 하며, 작동 온도범위에서 

hysteresis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측정된 전위가 표준수소전극(SHE) 

규격(scale)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산 또는 보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연구개발이 진행된 Pt/H2 전극의 경우 용존수소가 존재해야 하

고 pH가 일정한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 기준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다[34]. 반

면에 Ag/AgCl 전극은 상기 기준전극 요건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화학적 환경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한 전극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133, 

35]. 특히 Ag/AgCl 기준전극은 pH 측정과 같은 전위만을 측정하는 전기화

학적 평형(equilibrium)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법뿐만 아니라 빠른 전극반응 

속도로 인하여 흔히 큰 전류가 수반되는 전기화학적 활성물질의 산화환원 

거동연구와 같은 동적(dynamic) 분석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36]. 이 

Ag/AgCl 기준전극은 고온‧고압 조건 하에 있는 반응기 내부에 직접 사용하

는 내부기준전극과 전극반응 시스템이 반응기 외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전극

반응이 상온 근처의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외부기준전극으로 크게 

나뉜다[34-35, 37-38].  

  내부기준전극은 고온 환원 환경에서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AgCl의 열 가

수분해(thermal hydrolysis) 현상으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AgCl의 저온 유지방식인 외부기준전극을 선호하고 있다[2-3]. 그

러나 외부기준전극의 경우 junction 부분의 온도구배 현상으로 인하여 열확

산현상에 기인한  열 액체접촉 전위(thermal liquid junction potential)와 은/

염화은 전극반응에 미치는 온도 향으로 인한 Nernstian thermocell 

potential 등과 같은 전위의 보정이 요구된다[35, 39-42].

  2. 고온 pH 측정 전극      

  수화학(water chemistry)에서의 pH 측정기술은 단순히 수소이온의 활동도 

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고 수소이온이 관련된 각종 화학반응의 평형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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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다양한 열역학적 상수 도출에 직접적으로 이용된다[43-45]. PWR 1차 

계통과 같은 300℃ 이상의 고온-고압 수화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pH 전극의 

요건으로는 센서물질의 화학적 안정성, 열이나 압력에 대한 저항력, 표준용

액을 사용한 보정의 적합성, 수 mV 이내(±0.05 pH unit)의 높은 정 도 등

을 꼽을 수 있다[43]. 물의 이온화, 산-염기 해리반응, 가수분해(hydrolysis), 

이온쌍(ion-pairing) 및 complexation 등과 같은 화학반응의 열역학적 상수를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0.05 pH unit 이상의 정 도가 필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3, 46].

  고온용 pH 전극으로 개발된 전극은 불활성금속/수소 전극[45, 47], 팔라듐

-수소 전극[48-50], 금속/금속산화물[51-53], 내부전극물질/세라믹 막전극[54] 

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45]. 열거한 각 전극시스템의 장단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활성금속/수소 전극의 경우는 용존수소가 존재해

야 하기 때문에 수소에 의해서 산화되는 물질이 없는 시스템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수소의 fugacity 측정이 쉽지 않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45, 49-50]. 불활성금속으로는 백금, 금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둘째, 팔

라듐-수소 전극 역시 근본적으로 산화제가 포함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불

가하고 전극반응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는 혼합전위를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49-50]. 셋째, 금속/

금속산화물 전극으로는 Ir/IrO2, Zr/ZrO2, Rh/Rh2O3, W/WO3 등과 같은 다양

한 시스템이 연구되었으나 W/WO3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Nernstian pH 

response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3]. W/WO3 전극시스템은 고온까

지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정을 위해 온도에 따라 pH가 정확히 알

려진 pH 표준용액(buffer solution)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45, 

53]. 적당한 pH 표준용액이 개발되기 전에는 300℃ 이상의 온도에서 적용하

기가 쉽지 않다. 상기 세 전극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측정 전에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차 pH 전극(secondary pH electrode)이라 부른다. 넷째, 내부전극

물질/세라믹 막 전극은 보정이 필요 없는 primary pH 전극이다. 세라믹 막

이 화학적으로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과는 반응성이 거의 없어 다양한 화학

적 환경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45, 55].   

  내부전극물질/세라믹 막 전극의 내부전극물질로는 Cu/CuO, Cu/Cu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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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iO, Hg/HgO, Fe/Fe3O4 및 Ag/Ag2O 등이 이용되고[54, 56-63], 산소이

온 전도성이 있는 세라믹 막은 지르코늄(Zr) 산화물, 토륨(Th) 산화물, 비스

무쓰(Bi) 산화물 및 세륨(Ce) 산화물 등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 산화물이다

[64-65]. 세라믹 막의 첨가제(dopant)로는 이트륨(Y) 산화물, , 마그네슘(Mg) 

산화물, 칼슘(Ca) 산화물, 스칸듐(Sc) 산화물, 어븀(Er) 산화물 및 사마륨

(Sm) 산화물 등이 적용되어 왔다[65]. 이 전극의 electronic conductor(집전

체)로는 백금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Cu/CuO, Cu/Cu2O 전극시스템의 

경우 구리선이 사용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종류의 세라믹 막 중에서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 막의 특성이 용액의 pH변화에 빠른 응답속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

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3, 45, 64]. 단점으로는 적용 가능한 

온도가 180℃ 이상이라는 점인데 이것은 그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막 내

부에서의 산소이온 전도도가 낮아 결국 시스템 전체 임피던스가 크게 증가

되면서 Nernstian 거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43]. 신뢰할만한 pH 감지특

성이 나타나는 막의 두께는 25 u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일반적으

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1 - 3 mm 범위의 두께를 많이 사용한다. 최대

두께 3 mm 이하인 까닭은 그 이상의 두께에서는 기계적 강도가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으면서 산소이온 전도 길이 증가로 인한 임피던스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3. 전기화학 전위의 정의 및 측정  

  전압(voltage)과 전위(potential) : 전압은 특정 전위를 갖는 두 전극반응의 

상대적인 전위차를 의미한다. 반면에 전위는 표준 수소전극 같은 기준전극에 

대한 전위로 전압의 개념과는 달리 절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평형전위(equilibrium potential, Eeq)와 열린회로 전위(open circuit 

potential, Eocv) : 평형전위는 전기화학적 평형상태에 있는 전기화학 셀

(electrochemical cell)의 전위를 의미하고 전위는 Nernst 식으로 표현된다. 

한편, 열린회로 전위는 input 임피던스가 충분히 커서 결과적으로 전류가 거

의 흐르지 않는 전압계(voltmeter)와 적절한 기준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혼합전위(mixed potential) : 혼합전위는 두 개 이상의 전자전달(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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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반응을 포함하는 비평형(non-equilibrium) 시스템에서 관찰되는 금

속 또는 반도체의 전위.  큰 input 임피던스를 가진 전압계와 적당한 기준전

극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산화환원 전위(redox potential, Eredox)와 부식전위(corrosion potential, 

ECP) : 산화환원 전위는 Fe2+/Fe3+ 시스템과 같은 전기화학적 활성물질을 포

함하는 용액에 위치하고 있는 비활성 지시전극(indicator electrode)에서 측정

되는 전위이다. 비활성지시전극으로 일반적으로 백금, 팔라듐, 금 등이 사용

된다. 한 종류의 전극반응(산화환원 반응)이 있을 때 시스템은 전기화학적 

평형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전위는 Nernst 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용액에 

Fe2+/Fe3+, Cu/Cu2+, H2/H
+ 등과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전극반응이 있을 때 시

스템은 평형상태에 있지 않고 전위는 Nernst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때

의 전위는 혼합전위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다양한 전극반응이 존

재할 때 산화환원 전위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전극반응의 평형전위와 유

사하다. 전극반응 속도는 교환전류 도와 Tafel 상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

러 전극반응 중 특정 전극반응의 화학종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

도 산화환원 전위는 그 특정 전극반응의 평형전위와 근사한 값을 보인다. 

  한편, 부식전위는 용액 안에 전자전달 반응에 참여하는 전기화학적 활성물

질이 있고 지시전극(금속이나 반도체) 역시 전자전달 반응에 참여할 때 지시

전극에서 관찰되는 전위를 부식전위라 한다. 부식전위는 혼합전위 이론에 희

해서 설명되고 혼합전위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큰 input 임피던

스를 가진 전압계를 사용하여 적당한 기준전극에 대해 측정된다. 전극

(substrate, electrode) 자체가 전기화학적으로 활성인 경우로 혼합전위의 특

수한 예라 할 수 있다. 전위 결정 반응은 전극의 전극반응과 산화환원종의 

전극반응이다.   

  1차 냉각계통 내의 특정 위치에서의 부식전위는 radiolysis 이론과 혼합전

위 이론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된다[67]. 부식전위는 magnetite 

등과 같은 금속산화물 부식생성물의 생성, 이동 및 부착 등과 같은 특성 연

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activity transport를 예측하는데 이용된다[68]. 용

존수소 조건(hydrogen water chemistry conditions)에서 다양한 냉각재 모사 

조건에 따른 스테인레스 강(stainless steel)의 ECP 계산 및 측정과 부식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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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화학종의 농도를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다[67, 69-70]. 특히 ECP는 radiolysis products인 산소와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67, 69-70]. 일반적으로 부식전위는 BWR 계통 

내 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crack growth rate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70-71]. 계산된 crack growth 

rate가 클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소를 주입함으로써 적절한 범위 안

으로 ECP를 조절한다[71].

제 3 절 냉각재 화학 제어기술

  

1. 냉각재 화학

  가압경수로의 1차 계통 냉각재는 주성분인 물과 몇 가지 화학첨가제로 구

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가제로는 원자로 반응

도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붕산(H3
10BO3)을 꼽을 수 있다. 붕산의 농도는 

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단주기 노심초기에는 1100 ppm 

이상의 높은 농도로 관리되고, 노심말기에는 수십 ppm 정도의 낮은 농도로 

유지된다. 붕산은 해리상수가 낮아서 거의 대부분 전리되지 않은 중성염 상

태로 존재한다. 붕산만 첨가된 고온 냉각재 조건에서는 고온에서 급격히 증

가되는 물의 해리에 인하여 계통 내부는 부식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부식현

상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 중에서 특히 냉각재의 pH와 용존산소는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냉각재 계통을 구성하

는 금속재료의 부식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7LiOH)을 소량 첨가하

여 냉각재의 pH를 정상운전 조건에서 6.9∼7.4 범위로 조절하고 있으며, 방

사선에 의한 물의 분해로 생성된 산소의 제거를 위해 수소를 포함하는 냉각

재를 계통 내로 주입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내 일차 냉각재에 대한 수질관리의 목적은 원자로의 핵반

응도 제어를 통한 출력조절뿐만 아니라 원자로계통의 구조물과 핵연료 피복

재의 부식을 억제해줌으로써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방사선원으로 부

터 작업자의 안전과 방사성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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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원전보유국에서는 다양한 학술 및 기술적 모임

을 통하여 원전 수화학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진보된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다[72-73]. 최근 원전에서 수화학과 관련된 연구는 원자로 내 구조물과 핵

연료재료 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탄소강, 저합금강 및 특수강에 따라 생성되

는 부식의 종류와 부식균열을 유발시키는 원인물질에 대한 향평가[74-75], 

가압경수로의 일차냉각재에서 방사성 부식생성물의 생성경로와 핵종규명[76]

에 관한 내용과 방사선 선량율의 저감화 방안[77]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로 구조물질과 핵연료피복관의 응력부식 및 균열 현

상을 억제하거나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차냉각계통에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pH와 ECP를 조절하는 방법[78-81]이 보고되었다. 

PWR의 일차 냉각재에는 원자로의 반응도를 조절하기 위해 붕산을 첨가

한다[82]. 붕산은 물에 용해되어 약산성을 띠게 되며, 약전해질로서 중성염으

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전 가동 중 냉각재의 pH 및 전도도에 큰 향을 미치

지 않지만 원자로 내에서 고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붕산에 대한 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핵연료봉의 AOA(Axial Offset Anomaly)는 고농도의 

Ni과 10B의 CRUD화합물로 추정되는 bonacordite (Ni2FeBO5), trevorite  

(NiFe2O4) 화합물의 침적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TMI 사고(1994∼1995)

의 원인이 되었다. 붕소는 10B(ｎ．α)7Li의 핵반응으로 1.73%/day 7Li으로 전

환된다[83, 84]. 이것은 자연태의 10B 함량을 20%로 하 을 때 약 0.35%의 

붕소가 하루에 소멸되는 양이다. 소멸되는 붕소의 양 만큼 생성되는 Li의 양

도 함께 증가하는데, 내부적으로 생성된 
7Li 과 냉각재의 pH의 조절을 위해 

외부에서 첨가하는 LiOH 등은 LiBO2 착물의 형태를 이루며 이것이 AOA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85].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 조건에서 물의 

방사분해로 생성되고 있는 산소와 과산화수소(약 200 ppb, BWR)등은 스테

인레스강 재질과 니켈강에 IGSCC (Intergranular Stress Cracking)현상을 증

가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은 냉각계통 내 공급수에 일정한 농도의 수소기체를 

주입(0.4 ppm)하여 환원분위기를 조성하여 ECP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전위를 낮추어 줌으로써 부식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86-87]. 냉각재

의 순환에 의하여 핵연료봉의 외부표면에 침적되는 Fuel CRUD는 노심내의 

강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Ni →58Co, Co →60Co)되어 방사성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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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Activated Corrosion Product)로 축적된다[88]. 방사선 피폭의 주선원

인 58Co, 58Co로의 핵종변환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독일 PWR 경우 

일차 냉각계통의 배관재질을 Co가 없는 재질로 교체하여 운 한 결과 과거 

10년 평균 선량률을 0.1∼0.3 man-Sv/year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

량률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Zn 주입기술이 있으며 현재 연구에도 많은 

연구 중에 있지만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40∼50%의 선량률 감축 효과를 나

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89]. 일차 냉각계통 내 Zn을 첨가하게 되면 입자 및 

부식생성물중의 니켈 및 코발트 산화물의 결정구조에 철이나 크롬보다 먼저 

Zn이 치환됨으로써 계통 내 선량률을 저감하거나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의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고 알려져 있다

[90-91]. 그러나 Zn을 첨가함으로써 방사선의 선량률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

한 정확한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하며 그와 관련한 실험적 증거자료가 필

요하다. 미국의 경우 PWR의 RCS (reactor coolant system)에 대한 Zn 첨가

기술이 냉각계통 재료물질인 니켈기지 합금(Nickel base alloy)및 저합금강의 

응력부식균열 저하와 원자로 정지 시 선량율의 감소 효과에 PWR운 의 핵

심과제로 노력하고 있다[92]. 이 밖에도 PWR 일차 냉각재의 아연첨가에 의

한 부식생성물 및 방사선 선량의 저감효과에 대한 기술적인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부식된 Zircaloy-4에 Zn을 첨가하여 

Loop test 한 결과 부식생성물의 용출량(Zircaloy-4)이 Zn을 첨가하기 전 보

다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Zn이 계통 내 선량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3]. 

 

2. 중성자 조사에 의한 냉각재 화학변화

  최근 원전의 수명연장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냉각재의 수화학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화학 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폭억제를 위한 방

사능 선원 저감화와 부식억제를 통한 원전의 안전운 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적의 수화학 조건 도출을 위한 연구와 기술들이 제안

되고 있다. PWR의 일차냉각재에서 방사성 부식생성물의 생성경로와 핵종규

명[94], 및 거동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냉각재의 성분원소에 대

한 분석법의 개발과[95-96]과 원자로 내 모사 환경에서 pH를 비롯한 수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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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제의 향조사[97], 중성자조사 시험을 통한 방사 화학적 검증 실험 등

[98]에 대한 논문과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다. 

   원자로 내에서 핵반응에 의하여 일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입자 및 부식생

성물들은 초미량으로서 방사화된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입자의 성분분석

과 정확한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집과 농축, 방사선차폐 장치가 된 

분석 장비[99] 및 분석기술이 필요하다[100]. 최근에는 입자성 물질의 이동과 

양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구축을 위하여 기초적 화학분석장비 외에 

XRD[101], 중성자 방사화학법(NAA)[102], 고온에서의 pH 및 전기화학부식

전위(ECP)측정에 대한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다[103].  

   원자로 운 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구조물의 부식 방지와 입자의 생성

억제, 침적률 감소 및 방사선량율의 저하를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이 일차 냉

각재에 대한 pH 제어이다. Anthoni[104]는 프랑스내의 PWR 일차냉각재의 

pH 및 금속의 용해도에 따른 이론적인 연구와 Loop 실험을 통하여 58Co, 

60Co, 59Fe, 54Mn 등의 용해도와 방사선 선량률을 pH 6.5∼7.2 범위에서 측정

한 결과 pH 6.5의 선량률 보다 pH 7.2의 선량률이 700∼800 배 이상 감소하

으며 이때 용해도는 최소값을 나타내었다고 발표하 다. 냉각재 내 부식생

성물에 대한 오염도는 곧 금속산화물의 용해도임으로 용해도를 낮추어 줌으

로써 부식생성물의 축적을 억제하고 방사선 선량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pH 제어를 통한 수화학 조절은 저비용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원자로의 경제적 운 을 위한 핵연료 주기의 장주기

화(18-24개월)로 전환되면서 일차 냉각재의 pH 조절 시 최적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PWR의 장주기 운 을 위한 일차 냉각재의 수화학 조절이 부식생성물에 

미치는 향에 관한 기술적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PWR 운 을 단주기(12개

월)로 하 을 경우, 운 초기의 붕소농도 에 대한 pH를 6.9로 조절하기 위해 

냉각재 내의 최대 Li 농도(2.2ppm)만을 설정하면 되었지만 장주기로 운전할 

경우, 초기의 붕소 함량이 단주기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pH 유

지를 위하여 더 많은 Li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냉각재 내에 많은 Li이 존

재하게 되어 결국은 Zr 피복관의 부식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기술하

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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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원자로 운 조건의 pH(7.0∼7.4, 300℃)를 유지하기 위하여 붕소의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7Li과 함께 외부에서 첨가되는 LiOH의 양을 고려하여 

냉각재 내의 7Li 함량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106]. Long[107] 등이 밝힌 논문

에 의하면, 정상 작동 중에 있는 PWR 일차 냉각재의 pH를 장기간 유지 감

시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 다. 이 방법은 운전 중 붕소용액의 pH(300℃)

를 7.0∼7.4로 조절하고 이때의 LiOH 농도와 전도도를 측정하여 설정한 다

음 전도도의 차이에 따라 LiOH가 투입되도록 하여 pH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구조물과 핵연료피복관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최적의 pH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붕소농도를 비롯한 다양한 물리 화학적 변수를 고려

해야한다. Pastina[108]가 발표한 PWR에서 일차 냉각재의 방사분해에 의한 

수화학 향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붕산수를 중성자 조사하 을 때 생성되

는 수소는 물과 재결합하여 부정적 향을 미치며 붕산수의 농도가 클수록 

방사분해 생성물의 향으로 더 많은 물이 분해되어 방사화(activation)되므

로 물 분해에 의한 방사분해물에 대한 향도 고려해야 한다. 

  피복재의 부식억제를 위한 냉각재의 수소 농도는 부족할 경우 원자로 재

료물질에 대한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을 경우 핵연료 피복관을 부식시키

고 증기발생기 세관에 균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수소의 농도를 일

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109]. 최근 유사환경에서 원자로 재료물질의 

부식에 대한 발생원인과 억제를 위한 loop 시험이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 이

러한 수화학 모의실험은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의 중성자조사에 의한 방사분

해로 생성되는 다양한 방사분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고 이러한 생성물이 

원자로 내 구성 물질과 핵연료 및 피복관의 부식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Pastina[108]가 밝힌 논문에 의하면, PWR의 일차 냉각재에서 중

성자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방사분해물인 분자성 원소(H2, O2, H2O2) 및 작

용기(H, OH, HO2)와 냉각수 자체의 용존산소, 용존수소 등은 일반적으로 부

식전위와 균열의 성장속도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chikawa[110] 등은 IGSCC의 원인과 방사분해물의 향에 대한 정 평

가를 위한 loop시험에서, 물의 흐름조건에서 방사분해 생성물의 양과 방사선

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물의 체류되는 시간의 차이로 매우 어렵지만 철의 

부식 전위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수소는 물의 방사분해로 생성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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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GSCC의 원인에 향을 미친다. 특히 철에 대한 부식전위는 

HWC(hydrogen water chemistry)와 IGSCC 에 대한 표시자의 역할을 하므

로 물의 방사분해와 수화학 조절에 대한 중요함을 기술하 다. Maeng[111]

는 원자로 재료물질로서, 용존산소가 Alloy 600의 응력부식에 미치는 향에 

대한 기술적 논문을 발표하 다. 순수한 물을 360℃의 고온에서 폭기 한 후  

용존산소의 향을 관찰한 결과, Alloy 600의 부식정도는 폭기법(공기주입

법)보다는 비폭기법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폭기된 물에서 응력부식의 저항

성이 증가되는 이유는 금속 표면의 부식전위는 높고 부식전류는 감소함에 

따라 금속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Bou 등[112]도 Avignon France(2002)에서 개최된 수화학 관련 학술 심포

지움에서 2차측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의 배관에 대한 FAC (Flow 

Accelerated Corrosion)의 원인규명에 대한 실험으로서 FAC에 향을 주는 

수화학 요소인 pH, 산소, 온도, 질량 이송조건인 유속, 증기량 및 재료조성에 

대한 부식운동을 이론적인 고찰 및 시험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원분위기 및 다양한 환원조건에서의 FAC에 대한 향은 충분하지 못하다

고 밝혔다. 

  원자로 내의 재료 물질과 피복관의 부식 및 입자에 대한 발생원인과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원자로 내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시험들이 여러 분

야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유사 조건의 환경에서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학 실

험이 쉽지가 않다. 특히 중성자를 이용한 조사실험의 경우 조사재가 고체

[113]일 때, 장시간의 조사에 따라 수반되는 물리적 현상을 비교적 쉽게 제

어할 수 있어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이화학적 특성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액체의 시료를 조사하기 위해선 시험 목적에 맞는 특수한 설비

가 필요하다. 원자로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대부분의 실험들은 서두에서 언

급된 바와 같이 PWR의 안전운 과 방사선량율의 저감화를 위하여 재료물질

의 부식균열에 대한 원인규명에 많은 초점이 모아졌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

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일차 냉각재의 pH 뿐만 아니라 수화학 조절에 의한 

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기술적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

다. Ogawa 등[114]은 PWR의 일차 냉각계의 운전조건을 변화시키면서 alloy 

600에 대한 PWSCC의 유발 원인과 방사선원의 저감화와 pH의 관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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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alloy 600의 시편들을 붕소와 리튬의 농도비를 조절하여 고온(300℃)

에서의 pH를 6.3∼7.4로 변화시켜가며 PWSCC의 부식정도를 측정하 으며 

PWSCC의 원인을 일차냉각계의 변화요소와 연관하여 해석하 다. 

   조사재가 용액상태인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용기내의 압력상승과 발

열에 의한 온도제어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액상의 시료를 전처

리 과정없이 장시간 직접 조사시킨 예는 거의 없었다. Katsumura[115]는 순

수한 물을 원자로(YAYOI)에서 속중성자로 조사한 다음 방사분해된 물에 대

한 G-values의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 다. 대부분 성분원소에 대

한 화학분석의 목적으로 소량의 액상을 재료물질에 침적시켜 방사화시킨 후 

정량할 때 사용한다. 액상의 시료 중 특히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매우 큰 붕

산수의 경우(3847 barn) 조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체로 고압에 의한 폭발 

등, 붕소가 함유된 액상의 시료를 조사하기 위해선 많은 실험적 제약이 따른

다. 

   Pastina[108]는 가압경경수로에서 일차냉각재의 방사분해에 의한 수화학

적 향에 관한 논문에서 붕산수와 수소가 함유되어있는 수용액을 실험로

(Ringhals PWR, France)에서 조사시킨 후 물의 방사분해로 생성된 산소 수

소 과산화수소등을 정량하여 수화학적 향을 조사하 다. 특히 아연주입으

로 SUS 표면에 침적된 CRUD 중의 60Co, 58Co의 방사능 축적이 감소된다는 

Chen[116]의 결과에 대하여 조사시료에 아연이온을 첨가하여 중성자 조사에 

의한 양이온의 거동을 조사하 다.

3. 미세입자 부착연구   

  부식 생성물의 부착(침적) 현상은 원자로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등경수로형 원자로(BWR)에서는 부식생성물의 부착이 거

의 대부분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피복재 

표면의 부착물을 fuel CRUD라 부른다. 반면에,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PWR)에서는 부식생성물이 피복재 표면보다는 증기발생기 계통에서 압도

적으로 많이 부착된다. 이런 까닭에 fuel CRUD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BWR 모사조건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지금까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117-118]. 입자부착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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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지만, 깨끗한 피복재 표면으로의 최초 부착을 유발시키고 부착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인자로 비등(boiling) 현상을 지목하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117-118]. 여기서 비등이라 함은 액체의 포화온도보다 

열전달 표면온도가 높을 때 열전달 표면에 접촉하고 있는 액체가 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BWR 모사조건에서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부착물의 성장, 부착속도, 부

착물 상태나 모양, 부착물의 기공도 및 구조, 부착물의 경화(consolidation), 

부착에 미치는 열속의 향, 부착물의 화학적 조성,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첨가제(산소, 수소)의 향, 다공성 구조 부착물에서의 비등 열전달, 비등의 

시작점, 유속의 향, 부착속도에 미치는 입자크기의 향 등이 있다

[117-124]. 

  Fuel CRUD가  단주기 운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PWR의 경우, 

최근 원자로 운전조건이 장주기로 전환되면서 피복재 표면 부착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 다. 현재 fuel CRUD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동

일하게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화학연구부가 PWR 1차 계통 모사 비등조건에서 입자부착에 미치는 

주요 화학인자의 향평가를 실시하 다. 향후, PWR에서의 fuel CRUD 저

감화 및 기반 화학기술 선점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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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온-고압 냉각계통 모사기술

  

1. 고온-고압 반응장치 제작   

 가. 개념설계 및 제작

  고온-고압 조건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규명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모사한 고온-고압 반응장치를 설계하 다. 반응기는 원자로 냉각재의 

정상 출구온도(320℃)와 정상 운전압력(157 ㎏/㎠)을 고려하여 온도, 압력 조

절범위를 결정하 다. 반응기의 재질은 내부식성이 뛰어난 인코넬 합금을 선

택하여 용기자체로부터의 불순물 유입을 최소화하 다. 고온-고압 반응장치

의 기본 설계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국내 고온-고압 반응기 전문제작소에 의

뢰하여 제작하 다. 고온-고압 반응장치의 구성 사진과 세부사항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 반응기 / 가압기 온도 : 320℃ / 350℃ 까지 조절 가능

   . 반응기 압력 : 160 ㎏/㎠ 까지 조절 가능

   . 반응기 및 가압기 재질 : Inconel 600, STS 316

   . 반응기 및 가압기 용량 : 1.5 리터 및 4 리터 

 나. 반응장치 구성

  반응장치는 반응기 내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는 포트와 아울러 고온-고

압 수용액 조건에서 금속재료 및 화학종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

도록, 작업전극, 대응전극, 기준전극(Ag/AgCl) 및 분위기 제어용 가스 입출

구 포트를 설치하 다. 전기화학 측정장치의 작업전극과 대응전극은 코낙스

(Conax) 피팅에 테프론 페룰(ferrule)을 이용하여 금속 반응용기와 절연시켰

으며, 테프론 페룰을 반응용기의 높은 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코낙스 

피팅 전단에 공랭식 열발산 제거장치를 설치하 다.

  기준전극은 300℃, 80 ㎏/㎠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온 용 

Ag/AgCl 전극을 사용하여 시험해 본 결과 300℃, 120∼150 ㎏/㎠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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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분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파열되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기준전극의 은

봉(silver rod) 연결부에 파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고압(150 ㎏/㎠)에서 안정

하게 사용 가능한 전극으로 개량하 다. 

 다. 고온-고압 조절 및 유지기술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온도(300℃)와 압력(150 ㎏/㎠)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압장치가 필수적이므로 반응장치에 반응기 내부온도(300℃)를 유지

시키는 주 히터(main heater)와는 별도로 150 ㎏/㎠ 압력을 가해줄 수 있는 

가압기(pressurizer)를 반응시스템과 연결하여 설치하 다. 

2. 핵비등 및 온도구배 모사시스템 구축

 가. 핵비등 및 온도구배 유도 기술 개발

상압 핵비등 유도장치의 히터출력을 조절하여 히터표면에서의 비등을 제

어하 다. 전기출력 조절에 따라 히터피복재 표면에서 물이 비등되는 정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상압 비등장치를 이용한 예비 비등실험을 통하여 피복

재 표면의 핵비등을 모사한 비등형성과 실험의 재현성을 검증하 고 100∼

160 W의 출력 범위에서 비등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산화물 입자의 부착량

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금속원소분석(ICP)으로 확인하 다(그림 4, 5 참조). 

핵연료피복관 표면에서의 핵비등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고온-고압 loop 

시스템을 준비하 다. 그림 6과 7은 각각 고온-고압 loop 시스템의 사진과 

설계도이다. 고온-고압 loop 시스템의 주요부분의 온도는 실제 원자로계통에

서의 온도와 유사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순환펌프와 열교환기의 냉각수 조

절로 가압기 온도 340℃, 반응기 출구 320℃, 열교환기 출구 290℃ 그리고 

반응기 입구온도 280℃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온도에 따른 금속전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1/2 인치 스텐레스 강 튜

브 폐회로에 테이프 히터와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80∼200℃ 사이의 온도분

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순간적인 온도변화에 따른 전위이동을 측정하

기 위하여 압력밸브를 열어 온도변화에 따른 스텐레스 강의 부식전위변화를 

측정하 다. 온도변화(△T∼100℃)에 따른 전위변화는 미미하 고(△E <10 

mV), Nernst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화(△E∼15 mV) 이상의 값은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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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boiling on the heater with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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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ictures of the surface of heater deposited with Fe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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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osition of Fe2O3 with power during surface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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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icture of the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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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rawing of the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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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나. 고온-고압 핵비등 및 온도구배 모사 시스템 구성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비등과 온도구배를 모사할 수 있는 고온-고압 루

프 시스템을 그림 6과 같이 구성하 다. 정상가동 시 고온-고압 루프시스템

의 전기히터 출력은 6 KW (1.5 KW x 4), 냉각수 유량은 10 L/min (총 펌

프 출력의 50%), 정상상태 온도는 위치별로 320℃(hot leg), 290℃(cross 

over), 280℃(cold leg), 정상상태 압력은 150 ㎏/㎠ (가압기 온도 : 340℃)로 

원자로 계통과 동일하게 조절가능 하 다. 

다. 상압 핵비등 유도장치 구성

 고온-고압 원자로 조건에서 일어나는 금속산화물 미세입자의 부착현상에 

대한 예비연구로서 부착특성을 간편하게 시험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압 핵비

등 유도장치를 구성하 다. 이 장치는 용액의 냉각과 대류를 감안하여 

2-neck, 1-side inlet을 가진 loop 형태로 그림 8과 같이 설계되었고 유리로 

제작되었다. 그림 9는 가스나 첨가제를 주입하는 side inlet 쪽의 neck에는 

reflux condenser, 다른 neck에는 히터 또는 히팅전극(heating electrode)이 

각각 장착되고 콜로이드 용액이 용기에 담겨있는 비등실험 직전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히팅전극은 그림 8과 같이 피복재 역할을 하는 SUS304 pipe 중

앙에 heating coil(180 W)을 고정시키고 부도체이지만 열전도율이 탁월한 산

화 마그네슘 분말을 봉입하여 제작하 다. 이 히팅전극은 지름이 5.9 mm, 

길이가 300 mm 인 원통형 막대이다. 발열부는 총 길이 300 mm 의 끝단 쪽 

일부분인 120 mm 이다. 

 

3. 핵비등 및 온도구배 모사시스템 성능검증

 가. 고온-고압 핵비등 모사시스템 성능검증

  Fuel CRUD 생성의 주요요인 중 하나인 핵연료 피복재 표면의 국부비등을 

모사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을 수행하 다. 핵비등 발생은 금속산

화물 미세입자 존재 시 피복재 표면에서 발생하는 원형의 금속산화물 spot으

로 확인하 다. 이를 위하여 냉각재 내 Fe2O3의 농도를 200 ppm으로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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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boiling system at 1 bar pressure 
and the heater.

Heat electrode

Reflux condenser

H2 inlet

Fe2O3
colloidal
solution

Fig. 9. Picture of the surface boiling system before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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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냉각재 순환펌프를 가동시켜 루프 내에 일정한 유속을 만들어 냉각재

를 순환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에서 핵비등 실험

을 실시하여 이들 결과를 비교하 다.

  냉각재 순환펌프를 가동하지 않고 단지 히터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냉각재의 대류가 이루어지는, 결과적으로 루프 내의 유속이 없는 조건에서 

고온 비등을 유도시키기 위하여 폐 반응기에 냉각 jacket을 설치하 고, 

냉각재의 온도를 100℃, 200℃, 그리고 250℃로 유지시키면서 비등을 유도하

다. 12시간 비등 후 관찰한 히터 피복재 표면에서는 전형적인 비등 특성을 

나타내는 원형의 산화물 deposit spot이 관찰되었다(그림 10). 이들 spot의 

크기는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게 관찰되었다. 이는 일정 열속

(heat flux) 하에서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착물(deposit)의 크기가 점점 작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순환펌프를 작동시켜 냉각재가 루프 내에서 일정한 유속을 갖는 조건에서  

핵비등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100℃ 와 200℃에서 12시간 동안 핵비

등을 유도한 후 히터표면을 관찰하 다. 이들 역시 전형적인 비등 특성을 나

타내는 원형의 부착물을 관찰(그림 11)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순환펌

프를 이용한 강제순환 조건에서도 핵비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

인하 다. 

 나. 고온-고압 온도구배 성능검증

  반응기 주변의 온도 편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냉각재 유량에  따른 정상상

태의 온도분포와 냉각 후 온도분포를 각 부분별로 측정하 다.  정확한 온도 

분포를 측정을 위해서 히터 상부표면, 히터 하부표면, 반응기 내부, 반응기 

입구, 그리고 반응기 출구 등 모두 다섯 지점에서 온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냉각재의 유속을 조절함으로써 고온 loop 시스템의 고온부(H/L)와 저온부

(C/L)의 온도차를 조절할 수 있었다. 냉각재의 유속이 10 ℓ/min 인 경우, 

고온 loop 시스템의 고온부(H/L)와 저온부(C/L)의 온도차는 최소 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속이 상대적으로 작은 3 ℓ/min 인 경우에는 온

도차가 최소 10℃ 정도로 더 크게 벌어짐을 확인하 다. 고온부(H/L)와 저온

부(C/L)의 온도차는 냉각재의 유속과 고온 loop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열



(a) (b) (c) (d)

Fig. 10. Heater surface(a) before deposition and deposits on the surface 
of heater after deposition at the three temperatures of 100°C(b), 200°C
(c) and 250°C (d) at the flow rate of 0 L/min.

(a) (b) (c)

Fig. 11. Heater surface(a) before deposition and deposits on the surface 
of heater after deposition at the two temperatures of 100°C(b) and 
200°C (c) at the flow rate of 1.5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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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장치의 열교환 정도에 따라 더 큰 온도차를 유도할 수 있었다. 

4. 냉각재 시료채취장치 설계 및 제작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금속산화물 입자 생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연구를 위

한 냉각재 시료채취 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 다. 시료채취 장치는 메인루프

에 bypass 루프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이 루프에는 고온 냉각재의 cooling 

unit(냉각장치), 시료채취장치 및 메인루프로의 주입펌프(injection pump) 등

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시료채취 장치는 압력을 낮추는 감압밸

브 부분과 시료의 화학적 상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

인 질소기체로 충진된 챔버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산화물 

입자 크기분포 측정을 위하여 소형 시료 채취 및 이송장치를 그림 12와 같

이 제작하 다. 시료채취 장치는 화학첨가제(수소, 과산화수소, LiOH 등)의 

주입에도 사용된다. 화학첨가제는 먼저 쳄버부분으로 도입되고 그 다음 주입

펌프에 의해 메인루프로 주입된다. 결국 시료채취 장치는 루프 시스템에 있

는 냉각재 및 금속산화물 입자의 화학분석 및 냉각재의 화학조절 등에 모두 

이용된다.

제 2 절 고온-고압 화학 측정기술 구축

1. 화학측정센서(pH, Eh, mho) 제작 및 성능실험

 가. 고온 pH 측정센서 개발

  고온 pH 측정전극는 크게 용액의 pH를 실제 감지하는 센싱(sensing) 부분

과 고정 및 보호하는 몸체(body) 부분으로 구성된다. pH 전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센서부분은 산소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튜브형(tube 

type) 세라믹 막(membrane)과 세라믹 막 내부에 위치하는 전극반응 물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몇몇 세라믹의 경우, 세라믹 막 표면에서 용액 중의 수

소이온, 물 그리고 세라믹 격자에 있는 산소이온 간의 평형반응이 존재하여 

수소이온의 활동도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라믹 물질로

는 pH 변화에 빠르게 응답하고 화학적으로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과 반응성

이 거의 없어 시스템에 향을 미치지 않는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



Pressure reducing valve

Cooling J/C

Sampling chamber

Gas inlet

Gas outlet

Fig. 12. Picture of coolant sampling and chemic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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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고, 전극반응 물질로는 Ni/NiO 시스템을 사용하 다. 알짜 전극 

반응(net electrode reac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iO + 2H+ + 2e ⇄ 

Ni + H2O. 이 전극반응으로부터 전극의 전위가 용액의 pH에만 의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YSZ 튜브의 yttria 함량은 8.5 wt%로 미국 CTC(Custom 

Technology Ceramics) 사에서 주문 제작하 다. 전극물질인 Ni 분말(평균입

도 = 5.0 ㎛)은 Alfa 사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 고, NiO 분말(평균입도 

= 10.0 ㎛)은 Aldrich 사로부터 구입하 다. 이 두 분말을 YSZ 튜브 내로 넣

기 전에 Ni 대비 NiO를 2 대 8의 무게비로 혼합기(mixer)를 이용하여 고르

게 혼합하 다. YSZ 세라믹 튜브(외경 8mm, 길이 240 mm) 내부로의 혼합

분말 충진은 고온-고압 전극 국내 전문제작사인 (주)우진에서 수행하 다. 

전극물질이 충진된 YSZ 튜브와 STS 몸체(body)에 YSZ 센서부분을 내장하

여 완성시킨 pH 전극을 고온-고압 루프시스템의 bypass loop에 장착된 모습 

등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Cormet/VTT에서 제작한 pH 전극을 입수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YSZ 기

반 pH 전극의 성능을 검증하 다. 190∼280℃ 온도범위에서 물이 주성분이 

냉각재의 pH를 측정하여 그림 14에서 나타내었다. 기준전극은 은/염화은 외

부전극을 사용하 고 측정된 전위는 보정한 후에 pH로 환산하 다. 제작한 

pH 전극은 검증된 VTT/Cormet의 전극과 비교할 때 측정 온도범위에서 1% 

이내의 오차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나. 전기전도도 측정

  물은 온도에 따라 도, dielectric constant 및 점도 등이 매우 넓은 범위

에서 변한다. 특히 임계점 부근에서는 급격하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매로서의 물의 특성 변화는 전해질의 화학적 거동에 지대한 향을 미치

게 된다. 전기전도도 측정 자료는 다양한 전해질의 해리반응을 포함한 평형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가장 비근한 예로 임계점 부근에서의 전해

질의 association 상수 측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전도도 측정 셀은 2 개의 백금 띠고리(band ring, 직경 11 mm, 폭 3 

mm) 전극을 3 m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위치하게 하여 구성하 다. 특정용

액의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셀의 셀 상수(cell constant)를 먼저 



Fig. 13. Pictures of YSZ pH electrodes and high-temperature pH 
measurem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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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igh-temperature pH of coolant at various temperatures 
using two different YSZ electrodes: x, KAERI; , Cor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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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한다. 전기전도도 측정 셀의 고유값인 셀 상수는 일반적으로 전극 간

의 거리를 전극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극의 모양이 띠고

리일 경우 셀 상수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식

(K = κsRs)을 적용하여 셀 상수를 측정하 다. 여기서,  K,  κs,  Rs는 각각 셀 

상수, 표준용액의 전도도, 표준용액의 저항이다. 표준용액으로는 1.0 M KCl 

수용액을 사용하 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넓은 온도범위(10 ∼ 

25℃)에서 셀 상수를 측정하 다. 표준용액의 저항은 10, 14, 18, 22 및 25℃

에서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표준용액의 전도

도는 검증된 값이므로 문헌값 그대로 사용하 다. 측정된 셀 상수의 평균값

은 0.5  cm-1이었고,  측정 온도범위(10 ∼ 25℃)에서 2% 이내의 비교적 작

은 편차를 보 다.

 다. 고온 기준전극 

  고온 pH와 Eh 측정에 사용되는 기준전극은 Ag/AgCl 기준전극을 사용하

다. 고온 환원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AgCl의 열 가수분해(thermal 

hydrolysis) 현상으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외부(external) 

기준전극 방식을 선택하 다. 외부 기준전극 사용 시 발생하는 기준전극과 

센서전극과의 온도차에 의한 전위편차는 D. Macdonald에 의해서 발표된 

thermocell 자료 등을 참조하여 보정하 다. 

2. 고온-고압 반응용기와 측정센서의 접속기술 개발

 가. 전기화학 측정센서 접속기술

  고온-고압 loop 시스템에 있는 냉각재의 전기전도도, pH 및 Eh 측정은 기

본적으로 냉각재와 동일한 환경(온도 및 압력) 하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loop 시스템(주 loop)에 bypass loop를 만들었다. 주 루프와 bypass 

루프 내에서의 원활한 냉각재 순환을 위해 각각 고온-고압 펌프 두 대를 사

용하 다. 한 대는 주 루프 내에서의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다른 한 

대는 냉각재 일부가 주 루프에서 빠져나와 bypass 루프로 순환시키는 역할

을 담당하게 하 다. 측정센서의 접속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bypass loop의 

중간 지점에 고온-고압에 견디는 보조용기(flow cell)를 설치하고 전기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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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pH 측정센서 및 Eh 측정전극을 장착하 다. 보조용기에 냉각재를 가득 

채움으로써 측정센서가 냉각재에 잠기게 하여 냉각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in-situ 측정이 가능케 하 다. 측정센서와 보조용기의 연결은 Grafoil로 

폐된 flange 접속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13은 이 접속방법을 사용하여 

pH 측정센서와 기준전극이 보조용기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나. 용존수소 및 용존산소 센서 접속

  고압에는 잘 견디나 고온에서 약한 용존산소 및 용존수소 센서는 냉각기

(cooling unit)와 시료채취 장치의 감압밸브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상온에 

가까운 냉각재가 센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 다.

제 3 절 냉각재 방사화학 제어기술 개발

 

1. 10B(n, α)7Li 핵반응에 의한 Li 생성량 결정

 가. 붕산 및 극미량의 Li 정량법 구축 

  붕산수 시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실험를 하기 전에 먼저 시료의 붕산농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염기 중화적정법과 ICP 분석법을 사용하여 붕산농도 

분석법을 수립하 다. 붕산농도가 890 ㎍/㎖ 일 때 중화적정법과 ICP 분석법

의 측정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0.30%, 0.23%로 두 분석법 모두 만족할만한 

정 도를 보여 주었다.

  
10B(n,α)7Li 핵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Li 정량은 비불꽃 원자흡수분광기를 

이용하 다. 생성되는 Li 양보다 잔존하는 붕소의 양이 월등히 많으므로, Li 

정량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질에 의한 간섭 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붕소농도

에 따른 Li 정량 검정곡선(그림 15)을 구하 다. 이 방법으로 붕산농도가 

2000 ㎍/㎖ 인 시료에 함유되어있는 0.02∼0.10 ㎍/㎖ 범위의 Li 정량 시, 6% 

이하의 상대표준편차를 확보하 다.

 

 나. 액체시료 중성자 조사캡슐 제작 및 조사시험 절차서 작성

  냉각재 중성자조사 실험을 위하여 액체시료 조사용 튜브형 셀(직경 8 mm, 



Fig. 15. Interference effect of boric acid on measuring Li concentration
by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The concentration of boric 
acid is : ; 50, ; 100,  ; 500, ; 800, ; 1,000, ; 1,500, ; 2,000 
B ug/m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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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0 mm)을 그림 16과 같이 제작하 다. 셀 재질은 중성자조사에 의한 

향을 적게 받는 석 을 선택하 고 조사 후 절단이 용이하게 가운데 부분

을 가늘게 설계하 다.  붕산수 중성자 조사시험의 재현성과 극미량 Li 정량 

시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규격화된 시험절차서(보고서에 별첨)를 작성하

다. 

 다. 
10B(n, α)7Li 핵반응에 의한 붕산수 내 리튬 생성량 측정 

  10B 동위원소 비율이 99.5%로 농축된 붕소(381 ㎍/㎖)시료를 중성자 도

가 6.5×1013 n/㎠․sec 인 연구용 원자로에 1시간 조사시킨 후, 생성된 7Li을 

비불꽃 원자흡수분광법(Flameless-AAS)으로 정량하 다. 측정된 Li의 양은 

0.31 ㎍/㎖로 10B의 중성자 흡수단면적 3840 barn으로 계산한 값 0.44 ㎍/㎖

의 71 % 이었다.  측정된 Li의 양이 계산 값보다 적게 나온 원인으로는 조

사시 핵반응열에 의한 셀 내부온도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

로 온도가 상승하면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감소하며 원자로 피복재표면과 같

이 고온에서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은 2000 barn까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233∼932 ㎍/㎖ 범위의 
10B 농도를 가진 붕산수를 0.5∼2.0 시간 동안 원자

로에서 조사시켰다. 충분한 냉각과정(24시간 이상)과 제염과정 후 앰플을 고

압에 견딜 수 있는 시료 채취도구를 이용하여 시료를 취하 다. 중성자 조사

에 의하여 생성된 
7Li의 생성도를 붕소의 농도 및 조사시간에 따라 측정하

다. 0.5시간 조사 후 측정한 Li의 농도는 0.087∼0.35 ㎍/㎖ 이었고, 이는 예

상농도(0.13∼0.52 ㎍/㎖)의 29∼67%이었다. 1.0 시간 조사 후 측정한 Li 농

도는 0.088∼0.35 ㎍/㎖로서 Li 생성도는 이론치의 34∼86% 고, 2.0 시간 

조사시켰을 경우 Li 생성도는 14∼86%이었다. 그림 17에 도시한 결과를 비

교하여 보면 붕소의 농도와 조사시간의 증가에 따라 반응도에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붕산농도가 가장 높은 932 ㎍/㎖에서만 생성된 Li의 양이 조사

시간에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붕산의 핵반응에서 

선형적인 반응도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붕소농도(threshold 

concentration, 1500 ㎍/㎖)가 요구된다고 한다. 본 실험에서는 조사캡슐의 용

량(200 ㎕ 이하)과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기체로 인하여 조사시간이 제한되므

로 고농도의 붕산수를 조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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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조사 전후의 냉각재 pH 변화측정

  중성자 조사후 생성된 LiOH에 의한 pH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전 

시료를 로브박스 내에서 측정하 다. 각 붕산 농도에 따른 pH 변화를 그

림 18에 도시하 다. 233∼932 ㎍/㎖ 범위의 붕산수에 대한 pH를 측정한 결

과 5.7∼5.1이었다. 0.5 시간의 중성자조사 후 pH를 측정한 결과 5.2∼3.7

다. 1.0시간의 조사 후 측정한 pH는 4.9∼2.9 고 2.0시간 조사 하 을 때의 

pH는 3.8∼2.3 다.  Li의 향으로 pH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붕소

의 농도가 진할수록 pH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와 같은 이

유는 핵반응에 의한 셀 내부의 온도상승과 물의 방사분해로 생성된 분자성 

물질(H2, O2, H2O2) 및 작용기(H, OH, HO2,)등이 붕소와의 결합으로 

polyborate를 형성함으로써 중성자 조사전 붕산수의 해리상수보다 조사후의 

해리상수가 커져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화학첨가제(Li, B, H2)의 화학거동 규명

  냉각재 화학변화에 따른 금속표면 전위이동 : 금속의 표면전위를 측정하여 

금속재료에 대한 산화물 입자의 부착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화학첨가제에 

따른 냉각재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백금전극에서 측정하 다. 그림 19는 질

소, 산소, 수소 기체 및 과산화수소 분위기에서의 각각의 전기화학적 분극곡

선이다. 용존산소의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은 금속의 표면전위를 전위가 높아지는 방

향(positive direction)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붕산수에 과산화수소를  첨가한 경우

에도 산소를 주입하 을 때와 흡사한 표면전위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반응(H2O2 ⇄ H2O + ½ O2)으로 인하여 산소가 용액 내에 존재하

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에 잘 부합한 것이

다. 산소가 용해되어 있는 냉각재의 온도가 상온에서 고온(200℃)으로 올라가면 전극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전류는 크게 증가하 지만 분극 경향은 그림 20에서 보여주듯

이 상온에서의 특성과 유사하 다. 수소를 주입하여 용해시켰을 경우 수소의 전기화

학적 산화반응은 금속표면 전위를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negative direction)으로 이

동시켰다. 용액 내에 질소를 버블링(bubbling) 하여 용존산소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

에도 용존수소가 있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고온(200℃)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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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용해되어 있는 냉각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상기 용존산소의 경우처럼 전류는 

크게 증가하 지만 전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그림 19, 20).

  그림 21, 22은 붕산과 수산화리튬 농도변화에 따른 냉각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백금전극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붕산은 상온에서 원자로 정상가동 온도 역까지 일정

하면서도 낮은 해리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화학 분극 실험에서도 붕산의 농도변화

는 백금전극에서의 산화․환원반응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수산화리튬은 

강염기이므로 적은 양의 첨가로도 용액의 pH와 전도도에 큰 변화를 주어 그림 23에

서 보여주듯이 수소이온(H+)이 개입되는 산화․환원반응과 속도에 향을 주었다. 

  그림 24, 25 분극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의 

환원에 의한 수소기체 발생 반응, 용존산소의 환원반응, 물의 산화반응 등 

모든 전기화학반응의 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것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물의 해리도 증가, 이온 및 분자의 확산속도 증가, 폐용기에서의 압력

증가로 인한 기체의 용해도 증가, 반응의 문턱에너지 감소 등에 의하여 나타

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고온 분극실험에서 질소기체를 이용하여 용존산소

를 제거한 경우(그림 20, 24)에도 적은 양이지만 0∼-0.5 V 역에서 용존산

소의 환원전류가 관찰되었다. 이는 전기화학실험에서 작업전극에 높은 환원

전위를 인가할 때 대응전극에서 발생하는 산소기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질소기체로 퍼지한 조건에서 백금전극의 개회로

전위(ocp)는 분극곡선에서 전류가 (zero)이 되는 전위인 0.10 V 가 아니라 

전위에 따른 수소기체 발생전류 변화로부터 외삽하면 약 -0.40 V 부근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된다. 

  그림 26, 27은 스텐레스강 전극을 사용하여 붕산수의 전기화학적 분극특성

에 대한 온도 향을 관찰한 결과이다. 전위분극실험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 

산화반응전류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하 다. 이는 스텐레스강은 백금전극과

는 달리 전극이 반응에 참여하여 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25, 28의 스텐레스 강의 고온 전위분극곡선에서 용존산소가 존재하는 경우의 

스텐레스강의 부식전위 (0.10 V vs. Ag/AgCl @195℃)는 백금의 전극전위 

(0.40 V vs. Ag/AgCl)보다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negative direction)으로 이동하

다. 이것은 스텐레스강의 큰 산화전류에 기인한 것으로 고온의 부식전위에

서 큰 교환전류(부식전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존수소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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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그림 28 참조) 고온에서도 스텐레스강의 전위(-0.60 vs. Ag/AgCl)

가 스텐레스강이 산화되는 전위 (0.10 V vs. Ag/AgCl)보다 낮은 전위에 위

치하므로 스텐레스강의 산화반응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생성 온도, 압력에 따른 콜로이드 및 미세입자 크기분포

  철산화물 미세입자를 다양한 온도(상온, 100℃, 200℃)와 pH(5.0, 7.0, 9.0)

에서 0.1 M FeSO4 수용액에 KOH를 첨가하여 제조하 다. 제조한 입자의 

화학적조성은 철산화물 분석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알려진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 다. 생성된 입자의 화학적조성

은 온도 및 KOH의 양에 의해 조절되는 용액의 pH에 의해서 크게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세 온도(상온, 100℃ 

및 200℃) 모두 동일하게 pH 9.0에서는 철산화물이 주로 magnetite(Fe3O4)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철산화물 미세입자의 입도분포에 대한 온도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 

온도(상온, 100℃ 및 200℃)에서 용액의 pH를 각각 7.0±0.5로 조절한 후 3시

간 정도 숙성시켜 철산화물을 제조하고 생성된 입자의 입도분포를 광학현미

경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29는 온도에 따른 입도분포를 나타낸 측정

결과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평균입도가 뚜렷하게 커짐을 확인하 다. 제조

된 입자의 입도 최빈값이 상온, 100℃, 200℃에서 각각 2.0, 10.8, 16.6 um 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냉각재 내 수소농도 조절에 따른 미세입자 거동변화

  고온-고압 loop 장치에 있는 냉각재의 수소농도 조절은 bypass loop에 있

는 시료채취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30은 수소가 주입될 때 시간에 

따른 냉각재 내의 수소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에 주입된 수소는 

200℃ 이상의 고온에서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산소와 반응하여 물이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은 수소농도는 천천히 증가하고 산소 농도가 점점 줄

어든다. 수소 조절농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하지만 수소농도 35 

cc/kg로 조절할 경우 본 수소주입 시스템에서는 약 200분이 소요되었다.

  고온-고압 loop 장치를 이용하여 냉각재 내 용존수소의 존재 유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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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major iron oxides prepared from the 

addition of KOH to 1.0 M FeSO4 aqueous solution at the various 

temperatures(25, 100 and 200 ℃) and pHs(5.0, 7.0 and 9.0). The pH of the 

resulting solutions was controlled by the addition amount of KOH. The 

preparation time of iron oxides at each temperature was 3 hrs. 

                 pH

 Temp. (℃)
5.0±0.5 7.0±0.5 9.0±0.5

25 FeOOH  Fe(OH)3 Fe3O4

100 FeOOH Fe2O3, Fe3O4 Fe3O4

200 Fe2O3 Fe3O4 Fe3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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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화물 부착특성을 아래의 실험조건으로 조사하 다. 

   . 반응기 온도 및 압력 : 250℃, 55 ㎏/㎠로 

   . 입자 부착반응 시간 : 12 시간 

   . 냉각재 : 200 ppm Fe2O3 콜로이드 용액

   . 부착용 전기히터(heater) : 1.3 kW x 4 ea

수소를 주입하지 않은 조건에서 부착실험을 수행한 히터의 경우, 전체표면이 

붉은색 Fe2O3 입자가 다량 부착되어 있음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측

정된 미세입자 부착량은 0.116 mg/cm2이었으며, 냉각재 내의 용존산소 및 

용존수소 농도는 각각 0.03 ppm, 1.7 cc/kg이었다. 반면에 수소를 주입하여 

용존수소 농도를 23.4 cc/kg로 조절한 경우에는 실험 후 현저히 적은 입자가 

부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된 미세입자 부착량은 0.026 mg/cm2으

로 용존수소를 주입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부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용

존수소를 주입하 을 때의 용존산소의 농도는 6.0 ppb 이하로 유지되었다.   

일반적으로 용존수소 주입은 냉각재 화학조건을 환원분위기로 유지시켜 고

온에서 빠른 금속의 산화반응을 억제하여 금속산화물 미세입자의 발생을 저

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미 다량의 금속산화물 입자가 존

재하는 조건에서도 용존수소가 미세입자의 부착반응에 향을 주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냉각재 화학조절을 통하여 미세입자 부착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다양한 물리화학적 환경에서 미세입자 부착특성 측정

 가. 비등시간 및 열속(heat flux)에 따른 부착량 변화

  상압비등 조건에서 모사 크러드(CRUD)로 hematite(α-Fe2O3) 미세입자를 

사용하여 두 가지 열속(4 및 6 J/cm2s)에서 시간에 따른 hematite의 부착량

을 측정하여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열속(4 J/cm2s)에서는 

5시간까지 부착량이 시간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후부터는 

부착량의 증가가 둔화되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열속(6 J/cm2s)에서는 

비등시간이 2시간만 돼도 이미 상당량이 부착되고 5시간이 지나면 부착량의 

증가가 급격히 둔화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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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ematite 미세입자 부착에 대한 pH의 향

  상압비등 조건에서 pH에 따른 미세입자의 부착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콜로이드 용액의 pH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사용

하여 조절하 다. 부착량의 산포가 좀 있기는 하지만 3∼7 pH 범위에서는 

부착량이 2∼7 ug/cm2로 낮게 나타났고 pH 7.5 이상에서는 부착량이 7∼12 

ug/cm2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다. Hematite 미세입자 부착 및 분산안정성에 대한 화학첨가제의 향 

  (1) 양이온 효과  

  상압비등 조건에서 hematite 콜로이드 용액에 다양한 금속이온을 소량(0.2 

mM) 첨가하여 열속이 있는 히터표면으로의 부착 및 고온(100℃)에서의 분

산안정성(dispersion stability) 등과 같은 미세입자의 거동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미세입자의 분산안정성은 입자가 서로 응집되지 않고 부유된 상태로 

존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33은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 분산안정성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철이온, 아연이온 등을 첨가할 때는 첨가하지 

않은 hematite 콜로이드 용액과 비교해 볼 때 분산안정성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 다. 반면에 코발트이온, 칼륨이온 등에서는 첨가하지 않을 때와 분

산안정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분산안정성이 첨가한 금속이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액 중의 부유된 상태로 존재하는 hematite의 농도가 서로 

달라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비등실험 동안의 평균농도를 계산하여 데이터를 

처리하 다. 히터표면에 부착된 부착량을 미세입자의 평균농도로 나눈 양

(normalized deposition amount)을 도입하여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부착특성 

변화를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분산안정성의 경우와는 달리 첨가된 금속이온

의 종류와 미세입자의 부착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이온 효과

  상압비등 조건에서 다양한 음이온을 소량(0.2 mM) 첨가하여 열속이 있는 

히터표면으로의 부착 및 고온(100℃)에서의 분산안정성(dispersion stability) 

등과 같은 미세입자의 거동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34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금속이온의 경우와는 달리 음이온는 미세입자 부착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페이트(sulfate) 이온, 나이트레이트(nitrate) 이온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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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Deposition of hematite (α-Fe2O3) with the change of metal 
ion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 heat flux = 7 J/cm2s, deposition 
time = 2 hrs, the concentration of metal ions = 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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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Deposition of hematite (α-Fe2O3) with the change of anion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 heat flux = 7 J/cm2s, deposition time 
= 5 hrs, the concentration of anion species = 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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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착량이 크게 증가하 고, 아세테이트(acetate) 이온, 클로라이드

(chloride) 이온 등과 같은 음이온에서는 첨가하지 않은 순수 hematite 콜로

이드 용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으로 분산안정성 측면에서는 나이트레이

트(nitrate) 이온, 아세테이트(acetate) 이온, 클로라이드(chloride) 이온 등의 

음이온은 그림 34의 결과로 볼 때 분산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7. 금속산화물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가. 입자의 표면전하와 입자간 상호작용 

  금속산화물 입자표면에 형성된 전하는 입자간 상호작용(예를들면, 인력과 

척력)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 입자간의 인력과 척력은 각각 van der 

Waals force와 electrostatic force(정전기력)에 기인한다. 척력이 약할 경우, 

즉 표면전하의 크기가 작을 경우 응집이 가속화되고, 반대로 척력이 클 경

우는 입자의 분산이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입자의 거동은 입자의 표면전위

를 특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입자의 표면전위는 측정할 

수 없다. 입자표면 근처에는 전기이중층이 형성되어 표면과 반대 전하를 가

진 화학종이 흡착 또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집되게 되어 표면전하가 중화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른 입자가 느끼는 전위는 제타전위(zeta potential)

로 정의되는 전단면(slipping plane)에서의 전위를 느끼게 되고 이 제타전위

에 의해서 입자의 거동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제타전위가 크면 입자의 분

산 안정화가 용이하고 작으면 응집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 제타전위는 

pH, 이온종의 종류 및 농도,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pH는 제타전위

를 가장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인자 중 하나이다. 제타전위가 0이 되는 

pH를 전하점(point of zero charge, PZC)라 한다. PZC 근처의 pH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자의 응집현상이 잘 일어난다.  Table 2와 3은 다양한 물리화

학적 환경에서 세가지 금속산화물의 PZC를 측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대체

적으로 PZC의 크기는 수소농도 25 cc/kg일 때 NiO > Fe3O4 > CuO, 수소

농도 50 cc/kg일 때 NiO > CuO > Fe3O4 순으로 나타났다. 온도에 따라 

입자의 PZC와 냉각재 pH가 변하기 때문에 입자의 표면전하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금속산화물 입자간 상호작용의 양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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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ZC of three metal oxides at the temperature range of 25∼300℃. 

The metal oxides were pre-treated for 24 hrs before the measurements of 

zeta potential in the following solutions: (A) boric acid solution(pH = 4.86) 

containing 2000 ppm Boron and dissolved hydrogen of 25 cc/kg; (B) boric 

acid solution(pH = 6.70) containing 600 ppm Boron, 2.25 ppm LiOH and 

dissolved hydrogen of 25 cc/kg. Zeta potentials(ζ) of the resulting metal 

oxides with pH which was controlled by the addition of Poly-Dadmac 

solution, were measured using particle charge detector.

Fe3O4 CuO NiO

       pH

   ℃
4.86 6.70 4.86 6.70 4.86 6.70

25 6.76 6.88 7.30 7.20 7.43 7.60

50 6.81 6.66 7.34 6.93 7.37 7.01

75 6.79 7.03 7.12 6.60 7.08 6.82

90 6.85 6.95 7.17 6.63 6.43 6.91

250 6.82 - 7.29 - 8.12 -

300 7.37 - 7.71 - 8.06 -

Table 3. PZC of three metal oxides at the temperature range of 25∼90℃. 

The PZCs of metal oxides were measured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able 2 above, except that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hydrogen was 

50 cc/kg. 

Fe3O4 CuO NiO

      pH

   ℃
4.86 6.70 4.86 6.70 4.86 6.70

25 7.06 7.62 7.40 7.20 6.80 6.65

50 7.27 7.27 7.47 7.76 6.83 6.92

75 7.00 6.87 7.85 7.57 6.88 6.95

90 6.86 7.15 6.77 6.78 7.40 7.20

250 - - - - - -

3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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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 다양한 화학조건에서 금속산화물의 용해 특성 

  냉각재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금속산화물인 Fe3O4, CuO 그리고 NiO를 대

상으로 하여 다양한 화학적 조건에서 용해 특성을 조사하 다. 정상 운전에

서 냉각재의 pH는 6.5∼6.8이므로 정상일 때를 가정하여 용액의 pH로 6.7을 

선정하 고, 비정상시를 실험하기 위해 pH 4.86을 선정하 다. pH가 4.86일 

때는 총량 1L에 Boron 2000 ppm을 넣어 pH를 4.86으로 조절하고, 용액의 

pH가 6.7일 때에는 Boron 600 ppm, LiOH 2.25 ppm을 넣어 조절하 다. 수

소 농도는 정상 운전시 15∼30 cc/kg으로 유지하여 1차 계통의 부식을 억제

하고 있으므로 정상 운전시와 정상운전에서 보다 수소농도가 높을 때를 실

험하기 위해 25, 50 cc/kg를 선정하 다. 

  그림 35∼40은 두 가지 다른 수소농도에서 금속산화물의 용해특성을 측정

한 실험결과이다. 그림 35, 36 Fe3O4의 경우, 수소농도가 50 cc/kg 일 때 낮

은 pH(4.86)에서 용해도가 높게 나타났고,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에 수소농도가 25 cc/kg일 때는 두 pH(4.86, 6.70)에서 모두 

용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7, 38 NiO의 경우, Fe3O4와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 다. 하

지만 수소농도가 25 cc/kg일 때 용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Fe3O4와는 달리 높

은 pH(6.70)에서도 용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 40 CuO의 경우, 높은 

pH(6.70)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e3O4와 유사하게 수소

농도가 25 cc/kg일 때는 두 pH(4.86, 6.70)에서 모두 용해도가 매우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 금속산화물 입자 표면에서의 흡착 특성 

  냉각재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금속산화물인 Fe3O4, CuO 그리고 NiO를 대

상으로 하여 용해 특성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화학적 환경에서 냉각재의 

불순물로 알려진 몇 가지 이온성 물질(CsCl, NaCl, Na2SO4)의 흡착특성을 

조사하 다. 

  그림 41은 수소농도가 50 cc/kg, pH가 4.86일 때 금속산화물에 흡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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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ffect of dissolved- H2 on the solubility of Fe3O4 with 
temperature in boric acid solution (pH = 4.86) containing 2000 
ppm B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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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Effect of dissolved- H2 on the solubility of Fe3O4 with 
temperature in boric acid solution (pH = 6.70) containing 600 ppm
Boron and 2.25 ppm Li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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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Effect of dissolved- H2 on the solubility of NiO with temperature 
in boric acid solution (pH = 4.86) containing 2000 ppm B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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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Effect of dissolved- H2 on the solubility of NiO with 
temperature in boric acid solution (pH = 6.70) containing 600 ppm
Boron and 2.25 ppm Li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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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Effect of dissolved- H2 on the solubility of CuO with temperature 
in boric acid solution (pH = 4.86) containing 2000 ppm B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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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Effect of dissolved- H2 on the solubility of CuO with 
temperature in boric acid solution (pH = 6.70) containing 600 ppm
Boron and 2.25 ppm Li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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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Adsorption of ionic species on the metal oxides such as
Fe3O4, NiO, and CuO with temperatur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 dissolved-H2 concentration = 50 cc/kg, pH = 4.86.

Fig. 42. Adsorption of sodium ion (Na+) on the metal oxides such 
as Fe3O4, NiO, and CuO at the two dissolved-H2 concentration 
(25 and 50 cc/kg) and at 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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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용액 중에 존재하는 Na와 Cl 이온종의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온종

의 농도가 높을수록 흡착된 양은 작다고 볼 수 있다. 온도 및 금속산화물

(Fe3O4, CuO 그리고 NiO) 종류에 따른 흡착현상의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는 90℃에서 측정한 sodium 이온의 흡착현상에 대한 결과

이다. 용액 중에 존재하는 sodium 이온량을 측정한 것이므로 흡착량은 측정

값이 작을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Fe3O4의 경우, 높은 pH(6.70) 및 높은 수

소농도(50 cc/kg)에서 흡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CuO의 경우, 높

은 pH(6.70)에서 흡착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은 90℃에서 측정한 chloride 이온의 흡착현상에 대한 결과이다. 대

체적으로 Fe3O4의 경우 흡착량이 다른 산화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3. Adsorption of chloride ion (Cl-) on the metal oxides such 
as Fe3O4, NiO, and CuO at the two dissolved-H2 concentration 
(25 and 50 cc/kg) and at 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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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원전 장주기 운전 조건에서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서 발생하는 금속산화물 

미세입자의 부착현상을 냉각재 화학조절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부비등 

유도기술, 냉각재 화학 실시간 측정기술 및 냉각재 중성자 조사 시험기술 등

이 기반기술로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냉각재 연구분야에서 시도

되지 않았거나 국내 냉각재 연구분야에서 자립이 미흡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냉각재 방사화학연구의 1 단계 (2002-2003) 연구는 2 단계에서 수행할 

원자로 냉각재조건에서 미세입자 부착 저감화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반기술

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1 단계 연구는 계획 시 설정한 평가착

안점에 부합되도록 수행되었으므로, 2 단계 연구수행은 차질 없이 수행될 것

이다. 수행된 연구내용의 목표 달성 근거와 예상되는 대외 기여부분은 다음

과 같다.

- 고온-고압 냉각재 계통 모사장치 성능 검증 :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

도와 압력유지를 확인하 고, 발열체 피복재표면의 금속산화물 부착패턴으로 

국부비등 유도를 확인하 다. 국부비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고온 loop 시스템 

구성기술은 원자로 재료, 화학세정 등 원자로 냉각재 조건을 요구하는 분야

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 고온-고압 on-line 화학측정 기술개발 : 고온 pH 전극 등 냉각재 화학

상태(전기 전도도, ECP, Eh)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기술

로 구축하 다. 고온-고압 냉각재 화학측정기술은 고온 화학측정기술의 필수

적인 기반기술로 원전 냉각재화학분야뿐 아니라 고온 수용액 및 초임계수

(super-critical water)를 취급하는 국내 화학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중성자 조사 후 냉각재 화학변화 규명 : 붕산수 중성자 조사 후 생성된 

Li의 양을 정량하 고, 중성자 조사 시험 전 후의 급격한 pH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 다. 이 연구결과는 중성자 조사가 냉각재 화학에 미치는 향분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액체시료 중성자 조사시험 및 화학분

석 절차서”를 작성하여 원자력분야에서 액체시료 중성자 조사시험의 지침서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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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재 방사화학 제어기술 : 고온 수용액 조건에서 용존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거동을 규명하 고, 상압 비등실험을 통하여 비등이 미세입자 부착

을 유도함을 확인하 다. Li 및 B의 미량분석을 확립하여 중성자 조사에 의

한 화학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구축하 고, 미세입자 입도, 농도 

및 제타전위 측정기술 등 냉각재 방사화학 연구에 필요한 기반 화학기술을 

구축하 다. 본 기술은 고온 냉각재 화학특성에 대한 자료와 고온 냉각재에

서 발생하는 화학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CRUD 분석에 활

용되어 AOA(Axial Offset Anomaly) 등 원자력 분야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

을 주며, 나아가 초임계수 조건에서의 금속산화물의 용해도와 용존산소의 전

기화학적 거동 등 초임계원자로(SCWR) 연구에서 요구하는 화학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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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금속산화물 콜로이드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에서 국부비등이 미세입자의 

부착을 가속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인자를 냉각재

화학연구에 반 하여 냉각재계통에서 방사성 금속산화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부비등, 미세입자의 표면전하, 

금속전위, 그리고 이온 및 금속산화물의 용해도 인자를 고려한 입자거동 규

명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CRUD 생성억제 및 제거연구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원자로 냉각계통의 방사성물질 저감화 노력에 획기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고온-고압 원자로 모사장치 제작기술은 기존

의 장치로는 유도하지 못하 던 고온 loop 시스템에서 고압력(150 ㎏/㎠)과 

고유량 문제를 해결하여, 고온 냉각재 조건이 요구되는 타 분야 연구에도 적

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술 개발된 냉각재 

화학측정시스템 중 자체기술로 설계 제작된 고온-고압 pH 측정기술은 실험

실 규모의 냉각재 화학조절 뿐 아니라 향후 원전현장에 적용되어 냉각재 화

학 on-line 측정과 차세대 원자로(GEN IV) 냉각재 화학측정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용존산소(혹은 과산화수소), 용존수소 그리고 pH

에 의해서 결정되는 냉각재 산화환원 전위 측정기술은 냉각재 화학상태를 

이중 점검하고 실시간 평가하여 원전 냉각재 화학측정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얻어진 붕산수 중성자조사에 의한 핵반응생성물(Li) 정

량 결과는 중성자조사에 의한 핵반응이 냉각재 화학특성에 주는 향을 정

확히 측정하여 원자로 화학조건을 더욱 근접하게 모사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10B(n, α)7Li 핵반응 실험결과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10B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결정하여 중성자조사에 의한 냉각재 화학변화를 예측

할 뿐 아니라 AOA(Axial Offset Anomaly)의 주요원인인 붕소함유 CRUD 

(bonaccordite)의 생성예측 등 원자로 화학과 관련한 분야의 필수적인 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재 내 미세입자 입도분포 및 제타전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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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세입자 분산 안정화 및 부착거동 예측기술은 2단계에서 수행될 방사성 

CRUD 생성에 미치는 화학인자의 향을 평가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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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1차 계통 냉각재로는 원자로의 반응도를 

제어하기 위해 열중성자에 대한 흡수 단면적이 큰 붕소(10B) 화합물인 붕산

을 사용한다. 이 붕소는 핵반응 시 발생되는 열중성자와 반응하여 7Li을 생

성시킨다 [10B(n, α)7Li].  이때 생성되는 리튬의 양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

로 냉각재와 유사한 농도로 제조된 붕산수에 중성자를 조사시켜 생성되는 

리튬을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AAS, 원자흡수분광법)으로 분석

한다.

 

2. 적용범위

 1차 계통 냉각재의 초기 붕소 농도인 2000 ㎍/mL 이하의 붕산수에 중성

자를 조사시켰을 때 생성되는 Li의 정량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

로 1차 계통 냉각재 내에서 붕소와 열중성자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리튬의 

양을 예측할 수 있다.  

 

3. 기기 및 기구

 3.1 원자흡수분광분석기 : Flameless-AAS(Perkin Elmer model 5100)  

 3.2 pH meter : Methrom, model 654

 3.3 초자류 진공 봉장치 : 1×10-4 torr 이상의 고진공에서 초자류를 

봉할 수 있어야 한다.

 3.4 보온병 (Dewar flask) : 지름이 10 cm, 높이가 30 cm 인 덮개가 

있는 원통형을 준비한다.

 3.5 조사용 캡슐  : 쉽게 봉을 할 수 있게 끝 부분을 오목하게 만든 

지름이 8mm, 길이가 80 mm 인 석  캡슐 (quartz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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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시료 이송용 캡슐 : 봉할 수 있는 덮개가 있는 직경이 20 mm, 

길이가 100 mm 인 알루미늄 캡슐. 중성자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열

이 쉽게 냉각될 수 있도록 지름 6 mm 의 구멍을 원통의 밑면에 3개, 둘

레에 6 개를 뚫는다.  

4. 시약

 4.1  Mannitol : C6H14O6 (Merck, fw=182.17, 99%), 붕산의 농도 측정

에 사용된다. 

 4.2 지시약 : 0.5 wt. % 농도의 페놀프탈레인 용액 (Aldrich), 용매는 

물/에틸알콜 (1:1) 혼합용매. 

 4.3 염기의 primary standard : oxalic acid dihydrate (Aldrich, 

fw=126.07, 99%). oxalic acid dihydrate 1.25 g 을 1-L volumetric 

flask에 넣고 적당량의 증류수로 녹인 다음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운다. 이 

용액의 옥살산 농도는 0.01 M 이다.   

 4.4 붕산의 중화적정에 사용할 염기 : NaOH (Aldrich, 99%). 약 0.1 M 

의 NaOH 용액을 제조한 후 정확한 농도는 0.01 M oxalic acid로 적정하여 

측정한다. 적정 시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2-3 방울을 사용한다.

 4.5 Natural boron 표준용액 (10B 동위원소 비율이 19.8%) : natural 

boric acid 5.74 g 을 1-L volumetric flask에 넣고 30 mL 정도의 증류

수 (30∼40℃)로 녹인 다음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운다. 붕산의 정확한 농도

는 위에서 제조한 NaOH 로 적정하여 측정한다. 이때 붕산이 순도 100% 

라고 가정하면 제조된 용액에서 붕소의 농도는 1000 ㎍/mL 이다. 이 중에

서 10B의 농도는 198 ㎍/m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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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Enriched boron 표준용액 (10B 동위원소 비율이 99.5%) : 

enriched   boric acid 5.74 g 을 1-L volumetric flask에 넣고 30 mL 

정도의 증류수 (30∼40℃)로 녹인 다음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운다. 붕산의 

정확한 농도는 위에서 제조한 NaOH로 적정하여 측정한다.

 4.7 Li 표준용액 (진한 용액, 1000 ㎍/mL) : LiOH (Aldrich, 

fw=41.96, 99.95%) 0.6 g 을 100-mL volumetric flask에 넣고 적당량의 

증류수로 녹인 다음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운다. 이때 LiOH가 순도 100% 

라고 가정하면 제조된 용액에서 리튬의 농도는 1000 ㎍/mL 이다. 

 4.8 Li 표준용액 (묽은 용액, 10 ㎍/mL) : 위에서 제조한 Li 표준용액

(1000 ㎍/mL) 1 mL를 100-mL volumetric flask에 넣고 표선까지 증류수

로 채운다. 

5. 실 험 

 5.1 붕산의 중화적정

 5.1.1 붕산의 중화적정에 사용하는 mannitol의 농도(몰수)는 붕산 농도

(몰수)의 2배가 되도록 하여 용액 내의 모든 붕산 분자가 mannitol과 

complex를 형성하게 한다. 호울 피펫으로 4.6에서 제조한 붕소 표준 용액 

20.0 mL (0.0019 M)를 정확히 취한 후 100-mL conical flask 에 넣고 여

기에 1.0 g (0.0055 M) 이상의 mannitol을 더한다. 

   5.1.2 페놀프탈레인 용액 2∼3 방울을 떨어뜨리고 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잘 뒤섞는다.

   5.1.3 Primary standard로 농도가 정확히 측정된 NaOH 용액 (0.1 M) 

으로 적정하여 종말점까지 소모된 NaOH 용액의 양을 기록한다.

   5.1.4 여러 가지 부피(5개 이상)의 붕소 표준용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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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각각의 붕산량에서 NaOH의 소모량을 측정한다. 선형 회귀분석을 통

하여 붕산량과 NaOH 소모량 사이의 선형회귀식(표준곡선)을 도출한다. 주

의할 점은 측정하고자 하는 미지시료의 붕산량이 회귀식 도출에 사용된 붕

산량의 범위 안에 있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 

   5.1.5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정하고 측정된 

NaOH 소모량을 5.1.4에서 도출한 회귀식에 대입하여 붕산의 양을 계산한

다.

       

 5.2 원자흡수분광분석기를 이용한 Li 분석

   5.2.1 원자흡수 분광분석기의 작동순서는 다음과 같다: voltage 

regulator, spectrophotometer, Zeeman furnace, furnace 냉각 system, 

그리고 computer system 순이다.

   5.2.2 흑연로로 연결된 아르곤 가스의 밸브를 연다. 

   5.2.3 리튬 속빈 음극관을 장착시키고 적절한 전류가 흐르도록 조절한다.

   5.2.4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 (AA.INST.EXE)

를 실행시킨다. 

   5.2.5 표준 분석조건을 결정하고 입력한다.

- 리튬 원소에 대한 측정파장, 슬릿, 시료의 측정횟수 [표 1]

- Furnace program [표 1]

- Calibration curve 작성 조건 [표 2]

   5.2.6 4.7과 4.8에서 제조한 리튬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농도에 따른 흡

수면적을 보여주는 검정곡선을 만든다.

   5.2.7 미지시료의 흡수면적을 측정하여 검정곡선으로부터 시료의 

농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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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분석이 완료되면 아르곤 가스의 밸브를 잠그고 5.2.1의 역순으로 

기기를 끈다.     

  

 5.3 중성자조사

   5.3.1  중성자 조사장치

   열중성자에 의한 핵반응 결과 나타나는 생성물에 대한 정량분석 정 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조사시간이 요구된다. 시료가 담겨있는 캡슐

은 수압 이송관 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로의 노심부로 옮긴다.       

   5.3.2 중성자조사 시료준비

     5.3.2.1 중성자 조사 실험에서는 시료와 관련된 시약은 순도가 확인된   

 것을 사용하고 물은 3차 증류수만 사용한다.  또한 실험기구나 용기에 묻어

있는 이물질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한다.

     5.3.2.2 조사용 캡슐 (quartz capsule)은 0.1M HCl 에 24시간 이상 

담근 다음 증류수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다.

     5.3.2.3 시료용액 2.0 ml 를 조사용 캡슐에 주입하고 즉시 액체질소에 

10 분간 담근다.

     5.3.2.4 액체질소에 담긴 상태에서 캡슐의 압력을 1 × 10-4 torr 까지 

낮춘 후 봉한다.

     5.3.2.5  봉된 캡슐을 중성자 조사 시설로 옮긴다.

   5.3.3 중성자조사 

   중성자 조사실험은 “ 봉 방사선원 생산기술 절차서” 내에 기술되어 

있는  “RI 제조용 조사캡슐 중성자조사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5.3.3.1 선행 요건 : 작업은 3인이 1조가 되어 진행한다.

 - 작업확인 : 1인 작업기구 취급, 1인 재장전 기중기 및 Crane 조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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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료의 장진 및 이송과 인출 등 모든 세부 조작은 “RI 제조용 

조사캡슐 중성자조사 절차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5.3.3.2 알루미늄 재질의 표준 조사표적을 제작 (대상 조사공에 따라 

조사표적이 다름) 한다.

     5.3.3.3 원자로실 서비스 풀에서 조사표적을 취급도구에 체결시킨다.

     5.3.3.4 원자로심의 해당 조사공 (HTS: Hydraulic Transfer System) 

에 취급도구를 이용하여 장전한다

     5.3.3.5 예정된 조사 시간 (중성자 조사에 의한 핵 반응 시간)이 지나

면 취급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표적을 인출한다.

     5.3.3.6 인출된 조사표적을 서비스 풀로 이동하여 운반Cask에 투입한다.

     5.3.3.7 운반 Cask를 핫셀로 이동시킨다.

     5.3.3.8 핫셀에서 절단장치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조사표적을 절단한다.  

     5.3.3.9 중성자 조사가 된 석  캡슐을 인출한다

     5.3.3.10 반출시 표면선량 등을 점검한 후 규정선량 이하일 경우 반출

한다.

 5.4  중성자 조사로 생성된 Li의 양 측정

  5.4.1 캡슐의 개봉

    5.4.1.1 중성자 조사 후 72 시간 동안 시료를 냉각시킨 후 중성자조사 

담당 부서를 통하여 방사능검사와 이송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5.4.1.2 납용기 내에 들어있는 시료를 조사후 시험시설로 반입시킨 다

음 반입절차를 거친 후 # 7413호실의 fume hood에 보관한다.

     5.4.1.3 안전장구 (goggle, mask, 구무 장갑 등)를 착용하고 납용기

에서 석 캡슐을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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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4 석 캡슐의 외벽에 대한 제염을 실시한 후 방사선 검사를 실

시한다. 

     5.4.1.5 로브박스 안에서 석 캡슐을 액체질소에 집어넣어 캡슐내

부의 압력을 낮추어준다.    

      5.4.1.6 석 캡슐의 바깥 부분을 티슈로 깨끗이 닦은 다음 오목한 부분

을 줄칼로 자른다. 

     5.4.1.7 캡슐 내의 얼음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로브박스 안에 보관한다.

     5.4.1.8 개봉된 캡슐 내의 용액을 피펫으로 10-ml volumetric flask에 

옮기고 증류수로 캡슐 내부를 씻어 낸다.

     5.4.1.9 씻어낸 용액도 같은 10-ml volumetric flask에 넣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다.  

   5.4.2  Li  생성량 측정

    5.4.2.1 원자흡수분광분석기로 캡슐에서 얻은 시료의 흡수면적을 3회 

이상 측정한다. 

    5.4.2.2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때 blank 용액은 증류수가 아니라 측

정시료의 매질과 같은 500 ㎍/mL 의 붕소용액이다.  

6. 계산 및 결과표시

    6.1 중성자 조사 후 생성된 Li의 농도는 측정된 시료의 흡수면적과 

표준용액으로부터 얻은 검정곡선으로부터 계산된다.  

    6.2 시료 (2.0 mL)의 중성자 조사 후 생성된 Li의 양

       Li (㎍) =  CLi x Vt 

      여기서, CLi = 원자 흡수 분광분석기로 측정된 농도(㎍/mL) 

  Vt  = 최종 시료용액의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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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차범위

   Li의 농도범위가 0.02∼1.0 ㎍/mL 일 때 상대표준편차(RSD)는 2.5∼

5.8% 의 값을 갖는다.  

8. 간섭 및 방해

   최종시료에 공존하는 붕소의 농도가 500 ㎍/mL 이하의 경우 간섭효과

는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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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rumental parameter for Lithium analysis

A. Instrument: 5100, Technique : HGA, Version: 7.1 

Wavelength: 670.8 peak Slit: 0.2 low

Signal Type: Zeeman AA Signal Measurement: Peak area

Read Time: 5.0 Read Delay: 0.0 , BocTime: 2

Sample Replicates: 1

Standard Replicates: 1 Spike Replicates: Same as sample 1

Argon gas flow rates

B. Graphite Furnace/Temperature program   

Step Temp. Ramp Hold Gas flow Read Gas type

1 110 1 20 250 Norm

2 130 5 30 250 Norm

3 900 10 20 250 Norm

4 2200 0  5 0 Norm

5 2400 1  2 250 Norm

Injection Temp: 20  ,  Pipet Speed: 100%  ,  Extraction System: on

C. Sequence: Detector

Step  Action and Parameters

    1  Pipet diluent + modifier 1 + Spike + Samples/ STD

    2  Run HGA steps 1 t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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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ibration curve editing and sample location for Flameless-AAS

 Solutions
  Conc.
  ㎍/㎖

 Location
 Volume
   (㎕)

 Diluent
 Vol.(㎕)

 Modifier
   # 1

 Modifier
   # 2

  Calib.
  Blank

0.00   1 1 18 2

 Std.  1  0.01   2 2 16 2

 Std.  2  0.03   2 6 12 2

 Std.  3  0.05   2 10 8 2

 Std.  4  0.07   2 14 4 2

 Std.  5  0.09   2 18 2

Sample 20

  

   Diluent Location : 1

   Modifier # 1 Location : 3,        Modifier # 2 Location : 

   Calibration Units : ㎍/㎖          Sample Units : ㎍/㎖ 

   Calibration Type : Non-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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